JEJU FOOD & WINE FESTIVAL

RECIPE BOOK

2018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JFWF:Jeju Food&Wine Festival)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셰프 22명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에 모여 제주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세계요리문화축제입니다.

글로벌 셰프와
청정 제주 먹거리가 만나는
세계요리축제

셰프들이 직접 요리를 시연하는 그랜드 키친 위드 마스터스 행사는 물론 셰프의
요리와 함께 제주 향토음식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요리 축제 가든디너, 미쉐린 스타
셰프들의 요리향연 갈라디너, 현지인이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제주고메위크
등 특별한 이벤트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특히 제주고메위크, 제주고메콜라보레
이션, 제주고메투어 등 기존보다 다양한 행사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8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이 책은 쉼 없이 발전하는 글로벌 미식계와 함께 성장하는 2018년 제주푸드앤와인
페스티벌에서 일류 셰프들이 선보인 제주 식재료 관련 조리법을 총정리한 레시피북
입니다. 현장의 열기와 함께 담아낸 제주의 맛과 향기를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미식문
화축제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제주도가 동아시아 미식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은 청정의 섬 제주에서, 다양한 제주의 청정 식재료를 가
지고 글로벌 셰프들이 자신의 요리 철학과 자신만의 요리 스킬을 선보이는 미식
축제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농·수·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주도를 미식
관광지로 부각시키며 제주의 조리학과 대학생들과의 협업으로 인재육성에도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2016년 시작된 이래 매년 제주를 알리
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행사명 2018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JFWF:Jeju Food&Wine Festival
일 시 행사 | 2018. 5. 16 (수) - 5 . 19 (토)
제주고메위크 | 2018. 5. 10 (목) - 5. 19 (토)
주 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 관 제주관광공사, 제주한라대학교,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
후 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70여 기업/기관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2018.5.10(목)-19(토) 10일간 제주고메위크
공신력 있는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맛집 80곳 소개

2017.5.17(목)

그랜드키친위드마스터즈

2017.5.17(목)

제주고메마켓

국내외 최정상 셰프의 요리 시연

제주도민,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장터 개념의 축제

2017.5.18(금)

가든디너

국내외 셰프 14인이 선보이는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계 요리축제

2017.5.19(토)

갈라디너

세계적 미쉐린 스타 셰프들이 참가한 5코스 정찬
홈페이지 jejufoodandwine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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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식재료 - 육류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타원형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한라산에서 해안에 이르는 중간
지점에는 368개의 기생화산인 ‘오름’이 존재하며 이 오름과 오름 사이에는 대부분 초지가 형
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예부터 마소를 방목하는 최적지로 인정받았으며 심지어 토종 돼
지까지 방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고려 말 원나라는 삼별초를 진압한 후 제주에 탐라총관부(耽羅
摠管府)를 설립하고 100여 년간 군마(軍馬)를 육성하는 목장으로 활용
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제주는 군마를 방목·육성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방목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식품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말고기는 운동량이 많아서 내장지방 외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로서 단백질로만 구성된
식육이다. 그로인해 말고기는 사후경직이 다른 육고기보다 심해서 도축 후 3~4일 지나면 딱
딱한 느낌이 들 만큼 경직되고 단백질의 특성상 가열하면 더 질겨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

는데 대부분 회나 육회, 초밥 등 날 것으로 취식을 많이 하며 가슴살이나 엉덩이살 등을 구이로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말은 고기보다 ‘뼈(骨)’를 약용식품으로 많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다리뼈를 고아서
관절이 약한 노인들의 보양식으로 많이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곰국을 덜어 말고기를 잘게 썰
어 넣고 무를 함께 넣고 끓여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메밀가루를 풀어 넣어 약간 걸쭉한 국
으로 먹었다. 또한, 전통적인 말고기 음식으로는 마육포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진상품목에도
오를 만큼 품질이 우수했다.
제주의 소는 원래 전통적인 ‘흑우’가 존재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전
량 수출되며 그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 이 제주의 흑우가 일본 와규의 원류라는
것이 몇 해 전 연구 결과 밝혀졌고 최근에는 옛 제주흑우를 복원하여 현재 소량
이나마 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우에 비해 몸집이 작고 살코기가 보습능력이 좋아서 육즙이 풍
부한 특징이 있으며 오래 구워도 일반 육우보다 질겨지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 고기이다.
흑돼지는 제주의 모든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식재
료이다. 그만큼 제주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고기인데 일반적인 백돼
지와 달리 지방과 살코기의 경계가 뚜렷하며 지방 또한 구울수록 쫄깃해
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돈이 80kg 정도밖에 되지 않아 120kg 이상
자라는 일반 돼지보다 작고 성장속도가 늦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한동안 제주에서도 자
취를 감추었다가 그 특유의 고기 맛을 잊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재래종 흑돼지 복원 사업으로 개체수를 늘려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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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말고기 전문점들은 말을 도축하는 날을 공지하여 신선한 말고기를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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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식재료 - 채소
제주의 집들은 관가를 제외하곤 모두 초가집인데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보통 2채 또는 3

갓낭(양배추) 해방 이후에 도입된 양채류로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채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든 집의 구석에는 텃밭을 일구어 이를 ‘우영밭’ 또는 ‘우녘밭’이라 불

제주에서 생산하며 데친 후 쌈채소로 이용하거나 샐러드의 재료로 다양하

렀다. 이 우영밭은 다른 지방의 텃밭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 일반적인 텃밭은 봄에 파종해

게 활용한다.

서 여름과 가을에 걸쳐 먹을거리를 생산해내지만 제주의 우영밭은 사시사철 매 끼니마다 신

무 제주는 전통적으로 월동무의 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수분함량이 높고

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일종의 식량창고였다고 보아야 한다.

해풍을 맞으며 자라서 매운맛이 없고 단맛이 좋아 인기가 있다.

결국 다른 지방과 달리 따뜻한 기후 덕에 이런 우영밭을 일 년 내내 가동시키며 매 끼니마다

브로콜리 20여 년 전부터 제주의 대표 작물로 자리 잡았으며 전국 유통량의 80% 가량을 제

쌈 채소를 상에 올렸던 것이다.

주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때 상에 올랐던 채소들을 보면 부르(청상추), 호박, 패마농(쪽파), 세우리(부추), 물외(노

콥대사니(마늘) 제주산 마늘은 난지형 마늘임에도 알이 작지만 강한 맛을 내며 단맛 또한

각), 배추, 콩잎, 유잎(깻잎), 풀고치(풋고추) 등 그야말로 전통 채소의 집합소였고 이들 채소

우수하기로 유명하다. 4월부터 수확하기 때문에 가장 일찍 생산되어 전국으로 팔려 나간다.

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식으로 쌈채소로 애용되는 것들이었다.

톳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받을 만큼 제주의 톳은 그 역사가 깊다. 거친 바다에서 자란 톳은

대표적인 제주도의 채소를 나열해 보면

다른 지역보다 억세고 꼬들꼬들하게 씹히는 맛이 매력인데 냉국의 재료로 활용되거나 된

부르(상추) 청상추의 일종으로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쌈채소로 즐겼다.

몸(모자반) 모자반 또한 톳과 함께 제주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조류인데 나물로 무

양에잎(양하잎) 봄철에 돋아나는 어린 양하잎을 쌈채소나 국거리로 이용했

쳐먹거나 특이하게도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한다.

고 가을 추석 즈음에는 보라색 꽃을 나물로 먹었다.

정각(청각) 마치 스펀지를 씹는 것 같은 독특한 식감을 가진 청각은 젓갈에 찍어 먹거나 냉

콩잎 무더운 여름철 날콩잎을 자리젓이나 멜젓(멸치젓)과 함께 생선조림 등

국의 재료로 활용하며 주로 여름 밥상에 청량감을 주는 식재료이다.

을 곁들여 쌈채소로 즐겼다.

풀고치(풋고추)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다. 그로 인해 제주는 당도가

유잎(깻잎) 초여름 양지 바른 곳의 깻잎이 향이 좋아서 쌈채소로 이용했고 물회에 곁들이는

높은 맛있는 풋고추의 생산지인데 높은 당도 때문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빨갛게 익은

채소로도 이용했다.

고추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주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미역 초여름에 데친 물미역을 찬물에 식혀서 초된장이나 멜젓과 곁들여 먹거나 냉국의 재

세우리(부추) 부추는 여름철 밥상에 빼놓지 않고 오르는 채소인데 쌈채소에 곁들이거나 냉

료로도 활용했다.

국, 나물무침 등에 쪽파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호박잎 초가을 넓적한 호박잎을 살짝 쪄서 된장과 함께 보리밥을 싸먹었고 국거리로 활용

패마농(쪽파) 제주시 서쪽으로는 전통적으로 쪽파 농사를 많이 지었다. 가을에서 봄에 이르

하기도 했다.

기까지 많은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작지만 향이 좋아 김치의 재료로 활용되었고

초기(표고버섯) 표고버섯 중 가장 상품은 갓등이 많이 갈라진 ‘화고’인데 그중 ‘백화고’는 최

나물로도 무쳐 먹었다.

고의 상품이다. 이 백화고와 그 다음 등급인 흑화고가 가장 많이 자생

지름나물(유채나물) 정월의 추운 밭에서 유채싹이 돋아나면 그 떡잎이 조금 크기를 기다렸

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이다. 특히 한라산은 습도가 높은 곶자왈이 산

다가 베어서 나물을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었다.

재해 있어 버섯이 자라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의

고사리 한라산 고사리는 특별히 먹고사리라 부르며 가격도 비싸다. 이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진상품 중의 으뜸으로 손에 꼽혔다.

는 한라산 전체가 습도가 높은 계곡들이 많아서 고사리가 잘 자라고

배추 늦여름 얼갈이배추부터 솎아먹기 시작하여 겨울철 눈 맞은 배추, 이른 봄 올라오는 꽃

대가 굵은 고사리도 속이 비어있어 매우 부드럽고 특유의 향이 좋아

대까지 동지나물이라 부르며 알뜰하게 이용했는데 김치의 재료로, 국거리, 나물무침의 재료

서 맛이 좋기 때문이다. 나물로 먹거나 제주 특유의 고사리육개장을

로 다양하게 활용했다. 제주사람들이 나물이라고 말하면 바로 배추를 이르는 것이다.

만들어 먹거나 전을 부치는데 이용한다.

JEJU FOOD INGREDIENT

JEJU FOOD INGREDIENT

장, 젓국으로 무쳐서 나물로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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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식재료 - 과일
제주의 대표 과일은 누가 뭐라 해도 감귤이다. 일본산 온주 밀감 묘목을 들

이밖에도 겨울이면 남쪽 바다에서 유영하는 방어와 부시리 등 대형 어종들도 심심치 않게 잡

여와 1970년대 서귀포를 중심으로 과원이 조성되면서부터 감귤은 제주의 새

혀서 맛볼 수 있다.

로운 상징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99%가 제주

해물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전복인데 20여 년 전부터 완도 등 다도해 지역

산이다. 그러나 그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감귤산업도 변화가 일어나서 다양한 감귤류가 선

에서 양식에 성공하고 10여 년 전부터 대량 유통되면서 제주의 대표 해물

보여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청견 등 껍질이 두껍고 신맛과

이라는 아성이 무너졌다. 그러나 지금도 자연산 전복의 최고는 주저 없이
제주산을 손꼽는다. 특히 해녀들이 직접 채취해온 싱싱한 전복은 야생의

당도를 겸비한 만감류들이 상품화되기에 이르렀다.

식품으로 변신하고 있으며 제주도 전체가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 감에

전복과 함께 해녀들이 짊어지는 태왁망사리에 많이 들어찬 것은 소라이다. 제주산 소라는 거

따라 일부 개척자들에 의해 애플망고와 용과, 구아바 등도 자리를 잡아가고

친 파도에 맞서서 현무암 바위에 붙어서 버텨낼 수 있도록 뿔이 많이 돋아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작물로 블루베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있다. 그리고 다른 지방의 참소라처럼 전체적으로 비슷한 식감이 아니고 부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키위도 그린키위는 물론이고 골드키위와 레드키위까지 생산하고

드러운 부위부터 꼬들하거나 질긴 부위까지 한 마리가 다양한 식감을 제공

있다.

한다.
최근에는 각 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대접받는 해물로 성게가 꼽힌다. 제주성

제주의 식재료 - 수산물

게는 그 노란 생식선 맛이 진해서 크림 같다고 표현한다. 성게국이나 성게비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이다. 당연히 다양한 수산물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나눠서 해안가나

빔밥의 주재료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밖에도 해물탕이나 해물뚝배기에도 반드시 곁들여야 하

바닷속의 갯바위에 서식하는 해물류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어류(생선)로 나눌 수 있겠다.

는 해물이다.

제주 근해에서 주로 잡히는 어류는 대부분 크기가 작다. 조금 멀리 나가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이밖에도 제주바다만의 해물로 보말, 군소, 군벗, 깅이, 문어 등이 있

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제주사람들은 먼바다로 조업을 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 이유에 주

는데 이것들은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얕은 바다의 갯바위를 들어내면

로 작은 생선을 낚시로 잡아 구워먹거나 조려먹거나 국으로 끓여먹기도 했다. 대표적인 생선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친근한 해물이라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은 옥돔과 돌우럭, 고등어, 장태 등인데 돌우럭은 사실상 조피볼락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들 해물이 제주사람들에게는 ‘죽’을 쑤는 재료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

는 다금바리, 갓돔, 참돔, 뱅어돔 등 주로 횟감으로 인기 높은 생선들이 제주산이라는 꼬리표

인데 그 조리법 또한 한식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어서 제주만의 음식이라 소개

를 달고 판매되고 있으나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대신에 과거에는 구경하

할 수 있다.

기도 힘들었던 광어를 대량으로 양식하고 있어 오히려 제주산이 아닌 광어를 찾는 것이 힘들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 양용진 원장

게 되었다.
제주사람들이 선호하는 좀더 전통적인 어종은 자리돔이나 한치,
멜(멸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리돔이나 멜은 떼로 다니는 어종이
라 그물로 잡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어획하고 굽거나 조리
거나 국을 끓이고도 남아서 젓갈을 담가 먹기도 한다. 자리돔과 한치는 특히 여름이 제철이
라 시원하게 물회를 만들어 먹는 인기 어종으로 특히 자리물회와 한치물회는 몇 해 전 제주
사람들이 제주 7대 향토음식으로 선정할 만큼 인기있는 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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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통적인 자생식물이었던 백년초가 그 특유의 신맛을 살려 다양한 가공

맛을 간직하고 있어서 터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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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디너

그랜드 키친

갈라 디너

김성운

조희숙

MASTER CHEF LIST

MASTER CHEF LIST

김지순

이재천

어윤권

문동일

유현수

강길수

왕육성

임희원

최규성

024

025

가든 디너

그랜드 키친

갈라 디너
김인호

비크람 가르그

에드워드 권

다케시 키쿠치

다니엘 프라다

미카엘 아쉬미노프

김호윤

리카르도 아고스티니

마체이 노비스키

장진모

김인호

올리비에 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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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CHEF LIST

김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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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6
Taste of J e ju
제주를 찾은 초청 셰프는 제주 물마루 된장학

2018. 5. 20

교체험, 제주고메위크 맛집 방문, 동문시장 방
문 등을 통해 제주도의 전통 문화를 직접 느끼
고 경험했다. 또한 서귀포시 본태박물관에서 제
주 향토음식 명인 1호인 김지순 명인이 차린 7
가지 제주 향토음식을 대접하는 셰프 웰컴 파
티는 글로벌 셰프를 환영하며 제주의 맛을 오
롯이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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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순 명인은 1936년 제주에서 출생한 제주토박이 요리 연구가로, 1970년 유
명 요리 연구가인 왕준련 선생에게 수학하며 요리 연구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5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제주에 요리학원을 개설하여,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살린 요리를 본격적으로 전파했다. 명인은 제주의 조리법을 ‘제철 식재료로 원재
료의 맛을 십분 살린 맛’으로 정의하고, 제주 특유의 간장 및 된장을 활용한 향토
음식을 재현해 나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제주도 향토음식 명인’으
로 선정되었으며, 제주 향토음식 보존 연구원을 설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문헌
과 고록을 연구해 향토음식 도록을 작성하는 등 제주음식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지순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제주 식재료 조리법이 쌓여가 매우 보람차다.
내년이 기대된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낭푼! 외가에서 대를 이어 사용하는 유기 밥그릇으로,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기본적으로 제주 전통 조리법을 많이 응용한다. 토종 재료마다 존재하는
전통 조리법에 어떻게 현대 재료와 기구를 도입할까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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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oon Kim, an expert in Jeju's traditional cuisine, was born in 1936.
She had been taught by well-known cuisine scientist Jun-lyun Wang
and has been researching Jeju dishes. She has been a director of Jisoon Kim Culinary Academy since 1985 and she spreads the dishes in
earnest including unique culture in Jeju. She defined a recipe of Jeju
as 'the taste of living original ingredients by season food ingredients'.
And she has reproduced traditional foods using special soy sauce
and doenjang(soybean paste) in Jeju. From her all the efforts, she
was selected the First Master of Traditional Food of Jeju Island. She
has also established the Institute of Preserving Traditional Food of
Jeju. Kim has been researching the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of
traditional Jeju dishes for many years. She is the author of two books,
Jeju Foods and the Traditional Food Culture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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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초 샐러드와 한라봉 드레싱
재료
제주 돌미역 200g, 제주 톳 300g, 제주 한치 1/2마리, 제주 소라 1마리, 실한천 2g
드레싱 재료
한라봉 300g, 꿀 90ml, 레몬즙 120ml, 홀그레인 머스터드 45ml
만드는 법
1 미역과 톳은 끓는 물에 데친 후 얼음물에 담가 차게 식혀서 썬다. 한치와 소라도 끓는 물에 데치
고 얼음물에 식혀서 얇게 썬다. 2 실한천은 찬물에 반나절 이상 불린 후 4~5cm 길이로 썬다. 3 한
라봉, 꿀, 레몬즙을 믹서에 갈고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다. 4 샐러드 그릇에 미
역, 톳, 한치, 소라를 담고 드레싱을 곁들여 낸다

Ingredients
Jeju wakame 200g, Jeju hijiki 300g, Jeju cuttlefish 1/2 ea, Jeju conch 1ea, thread agar
2g
Dressing
Hallabong 300g, honey 90ml, lemon juice 120ml, whole grain mustard 45ml
Methods
1 Blanch wakame and hijiki in the boiling water, soak them in an ice water, and cool
them and then cut. Also Blanch a cuttlefish and conch in the boiling water, soak
them in an ice water and cool. Slice thinly. 2 Soak agar in the ice water for more
than half day, and then cut into 4-5cm length. 3 Grind Hallabong, honey, and lemon
juice using by mixer and make dressing with mustard. 4 Put seaweeds, cuttlefish,
conch in a bowl, and finish with dressing.
*김지순 명인과 조희숙 교수의 콜라보레이션 제주 향토음식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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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Seaweed Salad and Hallabong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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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KITCHEN

with
m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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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9
그랜드키친위 드 마 스 터 즈
국내외 유명 마스터 셰프 8명이 2인 1조로 짝
을 이루어 제각기 개성 넘치는 요리 비법을 선
보였다. 제주 특산물을 활용하여 자기만의 노하
우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들의 요리
시범과 더불어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결승에 오
른 제주한라대학교 주니어 셰프의 요리경연 대
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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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다케시 기쿠치

어윤권

도미 사시미

제주 흑우를 넣은 제주 토종쌀(밭쌀) 리조토

Takeshi Kikuchi

Riccardo Agostini

임희원

Lim, Hee-won
제주 성게알 올챙이 국수

도다리, 송이버섯, 레몬,
제주 아스파라거스와 발사믹 식초

장진모

Jang, Jin-mo

미카엘 아쉬미노프
Mihal Ashminov

다양한 피클과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곁들인 카라향 도미 세비체

불가리아식 수란, 파프리카와 치즈,
불가리아식 요구르트 수프

조희숙

Cho, Hee-sook
제주 감자 지짐이와 제주 향토식 감자 빙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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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아고스티니

Eo, Yun-ge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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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 기쿠치 셰프는 1986년 우카이 그룹에 입사한 후 2015년부터 우카이 일식
사업부 총괄 조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식 총괄 셰프로서 일본 전통 고급 두부
요리 전문점 <토푸야 우카이>, 전통 가이세키 요리 전문점 <갓포 우카이> 등 총 6
개의 일식 전문 식당을 진두지휘한다. 또한 일본 대표항공사 ANA의 국제선 기내
식 개발을 담당한 바 있다. 우카이 그룹과 ANA가 함께 기내식 콜라보를 진행하면
서 다케시 셰프는 모든 메뉴 개발에 참가하였으며, 해당 기내식의 테마는 ‘일본의
마음을 담은 환대를 담아 일식을 세계로 알리자’였다.

다케시
기쿠치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전 세계의 유명 셰프와 다른 환경 및 언어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라는 공통 언어로

Tokyo Shiba Tofuya Ukai

함께 공감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도쿄 시바 토푸야 우카이는 도쿄타워 아래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일본 전통 정원 속에서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일본 수제 두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파코젯(PACOJET)이다. 아이스크림과 셔벗은 물론 다양한 재료로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배고플 때 영감을 얻는다. 먹는 것을 상상하며 맛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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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shi Kikuchi, head chef of the <Tokyo Shiba Tofuya Ukai>, was
entered the UKAI GROUP in 1986 and became Japanese food
executive chef since 2015. He controlled the Japanese high quality
tofu restaurant <TOFUYA UKAI> and traditional kaiseki restaurant
<GAPPOU UKAI>. Takeshi is remarkable specialists who has
energetically collaborated with ANA to produce in-flight dining on the
airline's flights. Takeshi is also driven by the desire to expand the joys
of cutting-edge Japanese gastronomy to oversea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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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아고스티니 셰프는 이탈리아 페나빌리 지역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레스
토랑 <일 피아스트리노>의 오너 셰프다. 13살 때부터 요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
고 <오스테리아 델 포베로 디아볼로>를 거쳐 이탈리아 유명 셰프 비사니가 운영하
는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실력을 연마했다. 이후 이탈리아 내에서 촉망
받는 젊은 셰프로 손꼽히며 2007년에 <일 피아스트리노> 레스토랑을 오픈한 지 2
년 만에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하였다.
Riccardo Agostini is the owner chef of the <II Piastrino>, Michelin
1-star restaurant, located in Pennabilli, Italy. Riccardo began his
cooking career when he was 13. He worked at the <Osteria Del Povero
Diavolo> and Michelin star restaurant managed by Vissani. He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young chef in Italy. He opened his restaurant <II
Piastrino> in 2007 and got Michelin 1-star after only i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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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아고스티니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이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Il Piastrino

의미있는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

이탈리아 페나빌리 지역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이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특별히 아끼는 도구는 없다. 나의 주방의 모든 도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계절마다의 신선한 식재료로부터 큰 영감을 얻는다.
훌륭한 재료로부터 훌륭한 요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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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송이버섯, 레몬, 제주 아스파라거스와 발사믹 식초
재료 (4인분 기준)
도다리 1kg, 송이버섯 200g, 레몬 1/2개, 제주 아스파라거스 4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큰술, 소
금·후추·발사믹 식초·잔탄 조금씩
만드는 법
1 도다리를 깨끗이 씻고 비늘과 가시를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약 65°C의 끓는 물에 저
온 조리로 4시간 동안 익히고 식힌다. 2 레몬즙과 올리브오일, 레몬 껍질 얇게 썬 것을 잘 섞는다(미
네랄 워터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농도를 맞춘다). 3 제주 아스파라거스 4개를 쪄서 익힌다. 식힌 후
끝 부분만 4-5cm 길이로 잘라서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혀둔다. 4 나머지 아스파라거스는 믹서기로
갈아서 아스파라거스 즙을 만든다. 잔탄을 조금씩 섞어가며 농도를 맞춘다. 5 모든 준비가 끝나면
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아스파라거스 즙을 살짝 뿌리고 발사믹 식초, 식용 꽃잎을 뿌려 마무
리 한다.

Flounder, Pine Mushroom, Lemon, Jeju Asparagus and Balsamic
Ingredients (4 servings)
Flounder 1kg, pine mushroom 200g, lemon 1/2ea, Jeju asparagus 4ea, extra virgin
olive oil 1Tb, salt, pepper, balsamic vinegar, xanthan
Method
1 Take the flounder, wash, scale and remove bones, and divide in several parts.
Cook at low temperature about 65°C for 4 hours, then cool down. 2 In the same time
mix the lemon juice with olive oil and add a few lemon skin slices (if necessary you
can add some mineral water for the right consistency). 3 Steam 4 Jeju asparagus,
and cool down. Keep only the tips 4-5cm long. Put them in cold water. 4 Make an
asparagus centrifuge with mixer with leftover asparagus. Control the density with
a little xanthan. 5 When all the ingredients are ready, place a strip of lemon skins
and juice at the base of the plate. On top, place the cooked flounder meat, the
asparagus tips with oil and salt, sprinkle with a little asparagus juice, slices of extra
raw asparagus and some drops of balsamic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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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껍질 슬라이스와 주스를 접시 바닥에 깐다. 그 위에 익힌 도다리 생선살, 아스파라거스를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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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영과 요리를 가르치는 불가리아의 고등직업학교에서 요리를 배운 후 불가
리아 소재 쉐라톤 소피아 호텔에 요리사로 취업했다. 이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불
가리아 정통 바비큐와 채식, 불가리아 요구르트, 양고기 등의 다양한 조리법을 선
보이며 바텐더 교육을 이수했다. 불가리아 현지의 맛을 한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2007년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을 오픈하여 메인 셰프로 근무하며 불가리아 가
정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식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은 불가리아어로 녹색이라는
뜻이며, 그에 맞춰 자연주의 건강식을 선보인다. 한편 ‘냉장고를 부탁해’, ‘내 친구
의 집은 어디인가’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불가리아 음식을 알리고
있다.

미카엘
아쉬미노프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름답고 신선했으며 웃음이 가득했다.

RESTAURANT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젤렌 Zelen

주방 도구보다 동료를 소중히 여긴다. 이번 행사에서 훌륭한 솜씨를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레스토랑, 동유럽의 미식 대국인 불가리아의 가정식을 현지 모습

선보인 학생 셰프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대로 맛볼 수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시장에서 만나는 신선한 재료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다.

GRAND KTICHEN With MASTERS

GRAND KTICHEN With MASTERS

Mihal Ashminov was born in Sofia, Bulgaria and began his cooking
career at Sheraton Sofia Hotel Balkan, where he takes lessons for
bartender. Then he moved to Westin Chosun Hotel in Korea and has
opened traditional Bulgarian restaurant <Zelen>. Zelen means 'green'
in Bulgarian which he declares his aim: 'to offer fresh green Bulgarian
dishes to Korean people'. He co-runs his restaurant <Zelen>, located
in Itaewon, Seoul. He is also currently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 'Please Take Care of My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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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식 수란, 파프리카와 치즈, 불가리아식 요구르트 수프
수란 재료
달걀 3개, 식초 1큰술, 마늘 1쪽, 버터 20g, 요구르트 적당량, 파프리카 가루·소금 약간씩
파프리카와 치즈 재료
그릴에 구운 홍 파프리카, 페타 치즈, 토마토, 요구르트, 딜, 마늘, 오레가노
요구르트 수프 재료
요구르트, 오이, 생 딜, 호두, 올리브오일, 마늘
만드는 법
1 수란을 만든다. 뜨거운 물에 소금과 식초를 넣고 달걀을 깨 넣어서 익힌다. 요구르트에 다진 마늘
을 넣어서 잘 섞는다. 팬에 버터를 녹이고 파프리카 가루를 넣어 데운다(파프리카 가루가 타지 않도
에 치즈, 다진 토마토, 오레가노를 넣어서 섞는다. 그릴에 구운 파프리카 한 줌을 넣어서 버무린 후
밀가루를 뿌려서 기름에 굽는다. 접시에 파프리카를 담고 다진 마늘을 섞은 요구르트, 생 딜을 뿌린
다. 3 요구르트 수프를 만든다. 볼에 요구르트, 물, 다진 오이, 소금, 다진 마늘, 다진 호두, 올리브오
일을 섞는다. 수프 그릇에 담고 생 딜을 뿌린다.

Bulgarian Poached Eggs, Paprika with Cheese,
Bulgarian Yogurt Soup
Ingredients
Poached eggs
Egg 3ea, vinegar 1Tb, garlic 1clove, fresh yogurt, butter 20g, paprika powder, salt
Paprika with cheese
Grilled red paprika, feta cheese, tomato, yogurt, fresh dill, garlic, oregano
Yogurt soup
Yogurt, cucumber, fresh dill, walnuts, olive oil, garlic
Methods
1 Make poached eggs. Poaching eggs in hot water with salt and vinegar. Put
chopped garlic in the fresh yogurt and mix it gently. Melt butter with paprika powder
(careful not to burn the paprika). Put the eggs in a plate top with the yogurt and pour
the melted butter. 2 Make paprika with cheese. Put the cheese, chopped tomato,
oregano in a mixing bowl. Mix it well and roll it with a handful of the paprika. Put in
flour and cook it in oil. Pour some yogurt mixed with chopped garlic and sprinkle the
fresh dill. 3 Make yogurt soup. Put the yogurt, some water, chopped cucumber, salt,
chopped garlic, crushed walnuts, olive oil in a mixing bowl. Mix well and pour in a
soup bowl and sprinkle with fresh d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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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주의한다). 수란을 접시에 담고 요구르트와 녹인 버터를 두른다. 2 파프리카와 치즈를 만든다. 볼

050

051

국내 이탈리안 요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어윤권 셰프는 현재 <리스토란테 에오> 오
너셰프이다. <리스토란테 에오>는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국내 최고급 수준의 이
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했다. 간판이 없는 <리스토란테 에오>는 소수의 고
객에게만 점심, 저녁의 코스 요리를 제공하며 별도로 준비한 메뉴판 없이 매일 식
재료 상황에 따라 셰프가 직접 고객과 조율해 메뉴를 결정한다. 어윤권 셰프는 주
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Ospitalita Italiana’를 수상한 바 있으며, 신
라호텔 및 밀라노 포시즌호텔 부주방장을 역임했다.

어윤권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여러 훌륭한 글로벌 셰프와 협업하는 보람 넘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리스토란테 에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어씨네 식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스토란테 에오>는 미쉐린 1스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같이 해 온 오븐이다.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으로 서울 청담동에 자리하고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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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ewn Eo is the owner chef of <Ristorante EO>, Michelin 1-star
restaurant, and he is the number one domestic Italian cuisine chef.
There is no signboard outside and menus in <Ristorante EO>. This
restaurant offered lunch and dinner courses to fewer customers and
chefs consulted with customers directly about the menus. He got
‘Ospitalita Italiana’ from The It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worked at the Shilla Hotel and Four Seasons Hotel Milano as a
sous-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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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를 넣은 제주 토종쌀(밭쌀) 리조토
재료
제주 토종쌀 200g, 제주 흑우 양지·설깃살 100g씩, 흑우 꼬리 50g, 셀러리·당근 100g씩, 양파
200g, 아스파라거스 3개, 타임·로즈마리·딜·바질·처빌·이탈리안 파슬리 10g씩, 월계수 잎 1장,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간 것) 200g, 후추·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적당량
만드는 법
1 육수를 낸다. 냄비에 소고기와 셀러리, 양파, 당근, 로즈마리, 타임, 월계수 잎, 소금 약간을 넣고 물
을 부어 약한 불에서 2시간 정도 익힌 후 면보에 거른다. 소고기는 식혀서 얇게 썰어 고명으로 사용
한다. 2 딜, 바질, 처빌, 이탈리안 파슬리 등 허브류는 약 2cm 크기로 손질해서 물에 담가 싱싱하게
되살린 후 물기를 제거해서 키친타월에 싼 채로 통에 보관한다. 아스파라거스는 껍질을 제거하고
후 리조토를 만들기 시작한다. 쌀을 물에 씻지 않은 채로 팬에 넣어서 아주 약한 불에 뜨거워질 때
까지 데운다. 뜨겁고 하얗게 불투명해지면 육수를 약 2cm 깊이로 붓는다. 4 육수가 졸면 추가하면
서 원하는 만큼 쌀을 익힌 후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 올리브오일,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잘 섞는
다. 5 접시에 리조토를 담고 평평하게 고른 후 아스파라거스, 고기, 허브를 순서대로 장식한다.

Jeju Native Rice Risotto with Jeju Black Cattle
Ingredients
Jeju native rice 200g, Jeju black cattle brisket and flank 100g(each), Jeju black
cattle tail 50g, celery 100g, onion 200g, carrot 100g, thyme 10g, rosemary 10g, dill
10g, basil 10g, Italian parsley 10g, chervil 10g, bay leaf 1ea, asparagus 3ea, grated
parmiggiano reggiano cheese 200g, black pepper, extra virgin olive oil
Method
1 Make a stock. Put black cattle, celery, onion, carrot, rosemary, thyme, bay, water,
salt and simmer on low heat for two hours. Then filter with cotton cloth. After cooling
black cattle, sliced it. 2 Trim dill, basil, chervil, and Italian parsley and soak those in
water. After remove moisture, keep it in container with kitchen towel wrapping. Peel
asparagus and prepare like half-finger size. 3 When the stock is boiling, reduce in
a row heat, and start making risotto. Put the rice in a pan (do not wash with water)
and let it hot. When the rice became opaque, put the stock little bit. When the stock
boiled down, mix well with parmiggiano cheese, olive oil, and asparagus. Flatten the
rice first and decorate with asparagus, meat, and herb in a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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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cm 크기로 썬다. 3 거른 육수를 냄비에 붓고 불에 올려서 끓기 시작하면 제일 약한 불로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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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로컬>의 임희원 셰프는 마릴린과 이탈리의 헤드 셰프를 역임한 후 홍콩
<모모제인(MOMOJEIN)>의 총괄 셰프를 담당했다. <모모제인>은 모던 한식 분야
에서 현지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2018년 홍콩 미쉐
린 가이드 최초로 모던한식 분야 ‘더 플레이트’에 등재되었다. 또한 2016년 푸디 홍
콩에서 발표한 베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 연속으
로 크레이브 매거진 어워드에서 발표한 베스트 코리안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ICA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객원교수를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리브
쇼’, ‘셰프의 야식’, ‘생생정보통’, ‘찾아라 맛있는 TV’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희원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세심한 배려와 아름다운 환경 덕분에 여러 셰프와 즐기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 좋았다.

파운드로컬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챕터원에서 운영하는 <파운드로컬>은 아늑한 분위기의 바&비스트로다. 임희원 셰프와 함께

주방에서 가장 아끼는 대상은 함께 일하는 동료다. 도구는 언제든 살 수 있지만 동료가

전국 각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한 한식을 베이스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소스와 함께

없다면 도구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생활 속, 그리고 여행에서 영감을 얻는다. 설레는 마음으로 접하면 익숙한 것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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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Lim is a head chef in Hong Kong <MOMOJEIN> through a
head chef of Marilyn and Eataly. <MOMOJEIN> headed by Heewon
Lim has been attracting many various tourists including Hong Kong
by modern Korean dining and was registered on ‘The Plate’ by
modern Korean dining for the first time among 2018 Hong Kong
Michelin guide. In addition, <MOMOJEIN> was selected as the Best
Casual Restaurant announced by Foodie Hong Kong in 2016, the Best
Korean Restaurant announced by Crave Magazine Award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from 2016. He is a guest professor at ICA in Korea
and also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s ‘Olive show’, ‘A chef's
late-night snack’, ‘Live information box’ and ‘Let's find, delicious TV’
so he has been positioned as a star 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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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게알 올챙이 국수
재료 다진 백김치 1큰술, 다진 오이·토마토(0.5X0.5cm) 10개씩, 채썬 래디시 적당량, 올챙이 면 2큰
술, 성게알 8개, 맛간장(다시마 간장과 게장 간장 동량) 3큰술, 쪽파·깨·참기름 약간씩
올챙이 면 재료 옥수수 퓨레 500g, 옥수수 녹말가루 50g, 소금 3g, 설탕 1큰술
다시마 간장 재료 다시마 40g, 맛술·진간장·물 2kg씩
만드는 법
1 옥수수를 씻어서 40분간 찐 후 알만 바르고 속대는 물을 넣고 끓여 국물을 낸다. 낟알과 국물
200ml를 믹서에 곱게 간 후 체에 내린다. 완성한 옥수수 퓨레를 계량하여 분량의 옥수수 녹말가루,
소금, 설탕을 함께 섞는다. 2 혼합물을 냄비에 담고 중간 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저으면서 끓인다.
얼음물을 받친 제면 틀에 옥수수 퓨레를 부어서 주걱으로 저으며 짧게 끊기면서 떨어지도록 한다.
서 20분간 끓인 후 게장 간장과 함께 섞는다. 4 접시에 백김치를 담고 옥수수 면을 넓게 깐 후 오이,
토마토, 래디시, 성게알, 쪽파를 순서대로 장식한다. 맛간장, 참기름, 깨를 뿌려 마무리한다.

Tadpole Shape Noodle with Jeju Sea Urchin
Ingredients
Minced white kimchi 1Tb, minced cucumber(0.5X0.5cm) 10ea, minced
tomatoes(0.5X0.5cm) 10ea, sliced radish, tadpole shape noodle 2Tb, sea urchin
roe 8ea, flavored soy sauce(kelp soy sauce, sauce 1:1 ratio) 3Tb, chives, sesame,
sesame oil
Tadpole shape noodle Corn puree 500g, corn starch powder 50g, salt 3g, sugar 1Tb
Kelp soy sauce Kelp 40g, mirin 2kg, dark soy 2kg, water 2kg
Method
1 Wash the corn and steam it for 40 minutes. Then add the water and boil it. Place
200ml of grains and stock on a blender. Measure the finished corn puree and mix
it with the amount of corn starch powder and salt. 2 Place the mixture in a pan and
boil it while stirring until it turns into a medium heat. Pour the corn puree into the
noodle machine with the iced water bowl beneath. After cool down, soak the noodle
in corn broth. 3 Mix all the kelp soy sauce ingredients except marinated crab soy
sauce, simmer for 20 minutes, and mix with marinated crab soy sauce. 4 Put the
white kimchi on the plate and spread the corn puree wide, and then garnish with the
cucumber, tomato, radish, sea urchin, and chives in order. Complete with flavored
soy sauce, sesame oil, sesame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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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게 식으면 남은 옥수수 국물에 담가둔다. 3 게장 간장을 제외한 모든 다시마 간장 재료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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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모 셰프는 <루카511>의 헤드 셰프, <부띠끄 블루밍>의 수 셰프, <라벳>과 <화수
목>의 헤드 셰프를 거쳐 <앤드다이닝> 총괄 셰프를 맡고 있다. 여러 유명 파인 다
이닝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후 <앤드다이닝>을 통하여 아방가르드 퀴진이라
불리는 회화적인 플레이팅과 실험에 가까운 음식을 선보이며 훌륭한 맛과 독특한
콘셉트로 최신 요리 트렌드를 이끌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사랑의 온도’
자문 및 다수의 레스토랑과 방송 컨설팅을 담당하며 샘표에서 진행하는 ‘우리 맛
연구’ 등에 참가하고 있다.

장진모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름다운 제주에서 <삐꼴라쿠치나>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가장 아끼는 기구는 따로 없지만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는 개인 칼에 애착이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여행, 생활, 경험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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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mo Jang was head chef of <Luka511>, Sous chef of <Boutiqueblooming>, head chef of <La Bete>, and head chef of <And Dining>.
He has been built up his career in famous fine dining restaurants.
Based on his career, he made avant-garde cuisine though <the And
Dinning>. He leads the latest trendy cooking with pictorial plating
and unique concept. Recently, he was in advisory for hit drama
'Thermometer of love' and consulted with many restaurants and
broadcasting. Plus, he participated in 'The Taste of Korea' research
project in Semp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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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피클과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곁들인 카라향 도미 세비체
도미 세비체 재료 제주 도미 필레 1/2마리, 카라향 1개, 레몬 3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적당량
채소 피클 재료 다양한 채소(마늘종 등) 적당량, 물·설탕·식초 100g씩
아보카도 마요네즈 재료 껍질과 씨를 제거한 아보카도 200g, 마요네즈 100g, 아스코르브산 3g, 레
몬즙 10g, 꿀 20g
만드는 법
1 도미 세비체를 만든다. 카라향과 레몬의 즙을 짜고 제스트를 낸다. 도미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서 카라향과 레몬즙에 절인 후 제스트를 뿌린다(이때 기타 해산물을 함께 사용해도 좋다). 2 물, 설
탕, 식초를 섞은 후 손질한 채소를 담가 피클을 만든다. 3 모든 아보카도 마요네즈 재료를 스틱 블
따로 넣은 명란이나 기타 해산물을 함께 담고 분량 외의 장식용 허브를 얹는다. 도미를 재운 레몬과
카라향 즙 및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뿌린다. 채소 피클과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곁들여 낸다.

Karahyang Snapper Ceviche with a Variety of Pickles and
Avocado Mayonnaise
Ingredients
Snapper ceviche Jeju snapper fillet 1/2 ea, karahyang 1ea, lemons 3ea, extra virgin
olive oil
Pickle Variety of vegetables (garlic, etc.), water 100g, sugar 100g, vinegar 100g
Avocado mayonnaise Avocado with shelled and seed removed 200g, mayonnaise
100g, ascorbic acid 3g, lemon juice 10g, honey 20g
Method
1 Make a snapper ceviche. Squeeze karahyang and lemon juice for zest. Cut the
snapper in a size that is good to eat, then sprinkle it with karahyang and lemon
juice, and then sprinkle with zest (other seafood can be used together). 2 Mix the
water, sugar, and vinegar, and then add the vegetables to make pickles. 3 Mix all
the avocado mayonnaise ingredients with a stick blender, put them in a sieve, store
in a container and refrigerator. 4 Put an appropriate amount of snapper ceviche
on the plate. Put together a seaweed or other seafood and put a decorative herb
outside the amount. Sprinkle lemon, karahyang and extra virgin olive oil on the
snapper. Served with vegetable pickles and avocado mayonn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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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로 잘 섞어 체에 내린 후 소스통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4 접시에 도미 세비체를 적당량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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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동안 한식의 기본과 틀을 만들어온 한식의 거장이자 살아있는 전설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신라호텔 등 여러 호텔에
서 한식부를 담당하며 현장의 경험과 연륜을 쌓았고 2005년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주방장을 역임했다. CIA 주최 ‘라이징 아시아’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송대 외식조리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는 등 후학 양성에 매진하
고 있다. 5년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아름지기의 식문화 연구 전문위원
으로 재직하며 한식의 맛와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식 세계화 운동에 앞장섰
다. 현재는 강릉 씨마크호텔 한식부 메뉴 자문과 샘표식품의 ‘한국의 맛’ 연구 프로
젝트의 멘토링을 맡고 있다.

조희숙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작년에 이어 세계 각국의 셰프와 제주 식재료를 중심으로 교류하는 현장에

조희숙의 한식공방

함께할 수 있어 시야를 넓히고 우리 음식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다.

셰프의 셰프라 불리는 한식의 명인 조희숙이 운영하는 한식당으로, 서울 삼성동에 자리한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안성의 주물 공장에 직접 가서 구입한 주물밥솥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어느 한 분야나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나고 접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응축되어 영감이 되므로 되도록 많은 경험과 정보를 얻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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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sook Cho is a living legend of Korean cuisine who has established
the basic standard for Korean cuisine for 30 years. She is also a master
of many Korean star chefs who has passed down the basic standard
of Korean cuisine. She built up her experience by leading Korean food
department at Novotel Gangnam, Grand Intercontinental, Hotel Sill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S. She participated as a Korean representative in 'Rising Asia'
by CIA. She also trained many junior chefs as a professor at Woosong
University from 2006 to 2008. As a food culture researcher at Arumjigi
Foundation, she l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to introduce 'the
taste of Korean food'. Currently, she works as an executive consultant
at Korean restaurant in Hotel Seamarq and as mentor for 'The Taste
of Kore'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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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향토식 감자 빙떡
재료 감자 2개, 감자녹말 2~3큰술, 소금 1/2작은술, 더덕 2개, 흑돼지고기(전지) 50g, 양파 1/2개, 애호
박 1/3개, 포도씨유 3큰술
만드는 법
1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물을 담은 양푼 위에서 강판으로 갈아 물에 잠기도록 한다. 붉은 물이 우러
나오면 고운체로 건더기를 건진다. 감자를 담근 물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 녹말을 가라앉힌다.
2 더덕은 껍질을 벗기고 곱게 채썬 후 소금, 참기름으로 무쳐 볶는다. 흑돼지고기는 기름을 제거하
고 가늘게 채썬 후 분량 외의 간장, 생강즙, 설탕, 후추, 참기름으로 양념하여 볶는다. 양파는 가늘게
채썬 후 소금으로 간하여 볶고, 애호박은 가늘게 채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볶는다. 더덕, 돼
녹말을 섞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감자 반죽을 얇게 펴서 앞뒤로
노릇하게 바짝 지진다. ②를 얹고 말아서 그릇에 담는다.

Jeju Potato Rice Cake
Ingredients
Potato 2ea, potato starch 2-3Tb, salt 1/2 ts, deodeok 2ea, black pork meat 50g, onion
1
/2 ea, zucchini 1/3 ea, grape seed oil 3Tb
Methods
1 Peel the potatoes and grind with a steel sheet. Put the potatoes sunk under water
in a bowl. When the red water comes out, filter with a fine sieve and do not throw
away the water and sink potato starch. 2 Peel the deodeok and chop. Then season
with salt and sesame oil. Remove the oil of black pork meat and cut into small
pieces and cook with soy sauce, ginger juice, sugar, pepper and sesame oil. Slice
the onion into small pieces, then season it with salt and fry. Slice the zucchini into
small pieces, then preserve in salt and fry. Combine all ingredients and finish
with salt, sesame and pepper. 3 Combine the ground potatoes with the sunk
potato starch and potato starch and add some salt. After heating the pan, put grape
seed oil on it, then spread the potato dough and cook well. Put the fillings inside the
pancakes. Roll and put it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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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기, 양파, 애호박을 섞어서 간을 맞추고 깨와 후추를 뿌린다. 3 갈은 감자, 가라앉은 녹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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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자 지짐이
재료 감자 2개, 파프리카·브로콜리 1/4개씩, 당근 50g, 표고버섯(생) 1개, 새우살 100g, 달걀 1개, 포
도씨유 2큰술, 소금 1/3작은술, 흰후추 약간
만드는 법
1 감자 지짐이를 만든다. 감자는 푹 쪄서 껍질을 벗기고 덩어리지지 않도록 으깬다. 파프리카는 사
방 1cm 크기로 썰어서 소금 간을 하여 볶는다. 브로콜리는 파프리카와 같은 크기로 잘라 소금물에
삶는다. 2 당근은 1cm 크기로 깍둑썰어 삶은 후 소금 간을 하여 볶는다. 표고버섯은 당근보다 조금
크게 깍둑썰어 소금 간을 해서 볶는다. 새우살은 채소와 같은 크기로 잘라 다진 마늘과 소금을 넣고
살짝 볶는다. 달걀은 잘 푼다. 3 손질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여 지짐이 반
않도록 주의한다.

Jeju Potato Pancake
Ingredients
Potato 2ea, paprika 1/4 ea, broccoli 1/4 ea, carrot 50g, shiitake 1ea, shrimp 100g, egg
1ea, grape seed oil 2Tb, salt 1/3 ts, white pepper
Methods
1 Potatoes are steamed, peeled and mashed. Slice the paprika into 1cm squares,
then season with salt and fry. Cut the Broccoli to the same size as the paprika and
boil in salt water. 2 Slice the carrot into 1cm squares and boil, then put salt and fry.
Slice the shiitake slightly larger than carrots and fry with salt. Slice the shrimp into
the same size as the vegetables, add chopped garlic and salt and fry lightly. Mix
the eggs well. 3 Mix all ingredients together with salt and pepper to make a dough.
After heating the pan, put grape seed oil on it, then spread the dough and cook. Be
careful not to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pan too high. Complete and put it on a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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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만든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반죽을 펼쳐서 노릇하게 지진다. 팬이 너무 뜨거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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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셰프 요리경연
미래셰프 대상
• 주니어셰프

고정다운, 김세린, 고주영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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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WF2018
Junior Chef
Contest

JFWF 2018에 참여한 소감은?
고정다운 여러 유명 셰프를 만나고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세린 학교에 들어와 처음 참여하는 대회라 떨리고 긴장했지만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자 즐거웠던 대회였다.
고주영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았다.
JFWF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고정다운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우치며 유명 셰프에게서 피드백을 얻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대회가 끝나고 셰프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더욱 좋을 듯하다.
김세린 밤 늦게까지 요리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짜는 등 모든 과정이 배움의 연속이었다. 더욱 많은 셰프가
모이고 음식을 판매하는 장터가 활성화되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한다.
고주영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으니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 셰프의 심사평을 통하
여 부족한 점을 들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 셰프과 다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훨씬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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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 소스를 곁들인 속을 채운 한치와 딱새우 라비올리
재료 제주 한치 1마리, 올리브오일·통조림 토마토 적당량씩, 레몬 2개, 마늘 1쪽, 감자 1/2개, 양파 3
개, 밀가루 55g, 달걀노른자 2개, 빵가루 5큰술, 제주 딱새우 12마리, 우유 500ml, 생크림 250ml, 파
슬리 2줄기, 바질·오레가노·땅콩·래디시·완두콩 조금씩, 소금·후추·설탕 약간씩
만드는 법
1 한치 리피에니를 만든다. 한치는 손질해서 레몬, 마늘, 올리브오일에 30분 정도 재운다. 감자는 쪄
서 생크림, 소금, 후추와 함께 잘 섞어 퓨레를 만든다. 2 한치 다리, 딱새우살, 다진 양파 1개를 볶은
후 달걀, 빵가루와 함께 섞은 후 다시 볶아 한치 소를 만든다. 3 재운 한치에 만든 소를 채워 180℃
의 오븐에 10분 정도 굽는다. 4 딱새우 라비올리를 만든다. 우유, 생크림, 레몬즙 3큰술, 소금을 냄비
에 담고 약한 불로 가열한 다음 면보에 밭쳐서 리코타 치즈를 만든다. 딱새우는 손질해서 다진 파슬
리와 함께 팬에 볶은 다음 살짝 갈아서 식힌 후 리코타 치즈와 함께 섞는다. 5 밀가루 50g, 달걀노
른자 2개, 올리브오일 약간, 물, 소금을 반죽해서 10분간 재운다. 얇게 밀어서 딱새우 소를 넣고 라
비올리를 빚은 후 끓는 물에 삶는다. 6 로제 소스를 만든다. 냄비에 올리브오일, 버터를 두르고 다진
한소끔 끓인 후 걸쭉해질 때까지 약한 불에 약 30분간 졸인다. 소금 간을 하고 갈아서 토마토 소스
를 완성한다. 7 토마토 소스, 생크림, 우유를 3:2:1 비율로 냄비에 담아서 약한 불에 가열한 다음 소
금과 후추로 간한다.

Cuttlefish with Rosé sauce and Snapping Shrimp Ravioli
Ingredients Jeju cuttlefish 1ea, lemon 2ea, garlic 1clove, potato 1/2 ea, onion 3ea,
flour 55g, egg yolk 2ea, bread crumbs 5Tb, Jeju shrimp 12ea, milk 500ml, fresh
cream 250ml, parsley 2 sprigs, olive oil, canned tomato, basil, oregano, salt, pepper,
sugar, peanuts, radish, peas
Methods
1 Make cuttlefish ripieni. Trim the dried cuttlefish and season in lemon, garlic and
olive oil for about 30 minutes. Steam potatoes and mix with fresh cream, salt, pepper
to make puree. 2 Fry dried cuttlefish's legs, shrimps, and chopped onion(1ea), and
mix with eggs and bread crumbs and fried again to make dried cuttlefish filling. 3 Fill
the filling to the marinade cuttlefish and cook with the oven for about 10 minutes.
4 Make shrimp ravioli. Put milk, cream, lemon juice 3Tb, salt to the pan and then
heat with low heat then make ricotta cheese by pour on the cotton cloth. Trim the
shrimp and cook it with the chopped parsley in the pan. Mix with ricotta cheese to
make filling. 5 Mix the flour 50g, egg yolk 2ea, a little bit of olive oil, water and salt
to make a dough and ripen for 10 minutes. Spread the dough and make shape with
filling and boil it. 6 Make rosé sauce. Fry chopped onion with olive oil and some
butter, and put the garlic and the oregano. Add tomatoes and basil. Bring to the oil
on high heat and boil down to thick enough for about 30 minutes. Add salt and blend
to make the tomato sauce. 7 Add the tomato sauce, fresh cream and milk in a ratio
of 3:2:1 to a pan and cook on low heat and season with salt and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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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를 넣어서 볶다가 마늘, 오레가노를 더하여 살짝 볶는다. 통조림 토마토, 바질을 넣고 강한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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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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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메마켓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야외캠퍼스에서 제주 청
정 식재료 생산자와 제주 도민 및 관광객이 직접 참
여할 수 있는 장터 축제가 열렸다. 제주 아스파라거
스, 고사리, 당근, 오메기떡 등을 자유롭게 시식하고
구매하며, 생산자가 직접 알려주는 식재료 설명을 들
을 수 있는 행사다. 특히 ‘흑우 해체 쇼’를 진행한 문
동일 셰프는 제주 흑우를 부위별로 설명하며 솜씨 좋
게 해체하여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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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호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시작한 문동일 셰프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제주 그랜드호텔 양식 책임자를 거쳐서 총괄 주방장을 역임
했다. 조리사자격증(78년), 조리기능장(76년), 경영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겸임교수와 퓨전경영컨설팅 대표로 제주지역 음식
점 100여 곳의 경영진단, 메뉴개발, 홍보마케팅을 진행했다. 또한 제주관광음식연
구소장으로서 제주국제음식축제 조직위원장을 7회 역임했다. 현재 제주시 하귀에
서 <문동일 셰프의 녹차고을>을 운영 중이다.
Dong-il Moon began his culinary career at Pusan Dongrae Hotel. After
he graduated Le Cordon Bleu Paris, he returned to Korea and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Jeju Grand Hotel. He maximized his culinary
skills in various roles: Head of Jeju Gastronomy and Tourism Lab, Jeju
Halla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Chairman of Jeju Food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consulta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urrently, he owns <NOKCHAGOUL>, with a specialty in
fusion Jeju cui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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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제주를 대표하는 조리기능장 셰프로서 제주 향토음식의 새로운 조리법과

문동일 셰프의 녹차고을

한국식 고기 분류법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제주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주퓨전요리 전문 레스토랑이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문동일 셰프가 <한식대첩3> 등에서 선보인 요리 등을 직접 맛볼 수 있다.

어떤 요리든 더욱 맛있게 해주는 바닥이 두꺼운 자루 냄비와
요리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필요한 작은 칼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주로 여행을 통해 새로운 맛을 경험하고 기록한 다음 환경에 맞춰 바꾸어 본다.
매월 제주를 떠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고, SNS도 활발하게 검색하고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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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우
전신의 털이 검은색을 띠는 제주 흑우는 체구가 작고 건강하여 기원전부터 제주에서 사육하여 왔

제주흑우연구센터

다. 우리나라 한우 품종 중 1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맛이 담백하고 질감이 찰지며 감칠맛과 풍미 증

제주흑우연구센터(센터장 박세필)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

진에 관여하는 올레인산 함량이 한우에 비해 높은 고품질 웰빙육이다.
세종실록을 살피면 ‘고기 맛이 좋아서 삼명일에 임금님 진상품으로 공출되었다’라는 대목이 나오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제향에 쓰이는 흑우는 더없이 중요한 제사에 바치는 물건이다’는 기록이 남아

관하는 ARC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흑우 대량증식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한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연구센터로 출범하였다. 앞서
본 기관인 제주대학교는 2008년부터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과제를 통하여 당시 96마리였던 흑우 원원종을 2015년 700여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주요 수탈 자원이 되어 제주 흑우의 개체수

두까지 증식 및 등록하였고, 현재 제주흑우는 총 1700여 마리에 이른

가 급격히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멸종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가치가 재조명되며 1993년 보존

다. 또한 최첨단 BT기술을 이용한 우량 씨수소, 씨암소 복제로 멸종위기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사업이 시작되어, 제주흑우연구센터의 연구과제 사업을 통하여 천 마리 이상으로 증식되었다. 이후

알렸다. 제주흑우연구센터는 제주대를 비롯하여 축산진흥원, 서귀포시축협, 미래셀바이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

2013년 10월에는 국제 비영리기구 ‘슬로푸드 생명다양성 재단’이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선정하

하여 10년간 농가소득 증대 및 제주흑우의 글로벌 브랜드 구축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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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디너
국내외 유명 셰프가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풍성하게 선보인 세계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
는 가든 디너가 열렸다. 누구든 세계 각국의 셰

2018. 5. 20

프를 가까이서 만나고 소통하며 요리하는 과
정까지 접할 수 있는 오감 만족 축제다. 제주푸
드앤와인페스티벌의 시그니처 이벤트로, 와인
과 전통주 등 음식에 어울리는 주류를 함께 제
공하며 야외 행사에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까지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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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강길수

미카엘 아쉬미노프

구운 제주 자연 치즈와 귤꽃꿀 소스

스빈스코 브레테노

김성운

비크람 가르그

제주 아스파라거스와 제주 한라봉 즙,

제주 전복, 표고버섯, 오고(해초)버터

Kang, Gil-soo

Kim, Sung-woon

Mihal Ashminov

Vikram Garg

김인호

Kim, In-ho

에드워드 권
Edward Kwon
킹크랩 샐러드

전복 성게알 소스와 유자 간장 젤리

김호윤

Kim, Ho-yoon

왕육성

Yu Cheng Wang
광동식 탕수육

흑돼지 살시차를 넣은 펜네 파스타

다니엘 프라다
Daniel Prada

유현수
Tony Yoo

제주 유채꿀 소스를 곁들인 참외 떡갈비

카스타헤나식 새우 세비체와 제주 삼겹살 팥 스튜

다케시 기쿠치
Takeshi Kikuchi

임희원

Lim, Hee-won
튀긴 문어와 건문어 소스

제주와 우카이 스페셜 두유, 두부의 만남

마체이 노비스키
Maciej Nowicki

제주 삼겹살과 비트 퓨레, 아삭한 채소

최규성

Choi, Kyu-sung
제주 하귤 생토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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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허브 및 제주 딱새우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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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수 셰프는 현재 제주도의 대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삐꼴라쿠치나>의 오너 셰
프이다. <삐꼴라쿠치나>는 ‘숲 속 서양식당’이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으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 대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손꼽힌다. <삐
꼴라쿠치나>는 100% 사전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아 당일에 준비한 신선한 제주의
식재료로 만드는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요리를 지향하고 있다. 레스토랑을 함
께 운영하는 소믈리에의 추천으로 구비한 와인도 훌륭하다. 강길수 셰프는 파크하
얏트 서울의 코너스톤 및 하얏트리젠시 인디안 웰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제
주에 정착하여 제주 식재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탈리안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강길수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주의 식재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RESTAURANT

많은 사람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다.

삐꼴라쿠치나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삐꼴라쿠치나는 '제주 숲 속 서양식당'이라고 불리는 레스토랑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없으면 요리가 어려울 정도로 다재 다능한 기구인 믹싱볼이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손꼽힌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요리를 서양식으로 고안하여 익숙한 맛과 새로움을 모두 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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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o Kang is the owner chef of the Italian restaurant, <Piccolacucina>, in Jeju. <Piccolacucina> is called 'Western restaurant in
the forest', and named as a representative famous Italian restaurant
in Jeju. Not only Jeju citizens but also foreign tourists are recognized
its famous. Advanced reservation is requirement to the restaurant
because chef uses fresh Jeju's daily ingredients to make the healthy
cuisines. Sommelier paired great wine with foods which makes more
plentiful. He worked at the Conerstone of Park Hyatt Seoul and Hyatt
Regency Indian Wells. In these days, he lived in Jeju and presented
special Italian cuisine with Jeju‘s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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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제주 자연 치즈와 귤꽃꿀 소스
재료 제주 자연 치즈 320g, 카라향 2개, 바게트 1/5개, 꿩엿 20g, 처빌 2g, 식용꽃 1개, 블랙 올리브
15g, 아몬드 슬라이스 15g
귤꽃꿀 소스 재료 제주 레몬 2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00g, 귤꽃꿀 20g, 애플 민트·이탈리안
파슬리 20g씩, 오레가노 5g
만드는 법
1 카라향은 칼로 껍질을 벗긴 후 흰 부분이 없도록 과육만 잘라낸다. 2 바게트는 0.5cm 두께로 잘라
양면에 꿩엿을 바른 후 180℃의 오븐에서 3분간 굽는다. 3 블랙올리브는 수분이 없도록 말린 후 믹
서에 갈아 가루를 낸다. 4 아몬드 슬라이스는 마른 프라이팬에 살짝 볶는다. 5 귤꽃꿀 소스를 만든
다. 애플민트, 이탈리안 파슬리, 오레가노는 얇게 썬다. 제주 레몬은 껍질은 곱게 갈아 제스트를 만
들고 과육은 짜서 즙을 낸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는다. 6 제주 자연 치즈는 한입 크기로 썰어서 프
라이팬에 한 면당 1분씩 굽는다. 7 접시에 구운 제주 자연 치즈를 담고 귤꽃꿀 소스를 뿌린다. 카라

Baked Jeju Natural Cheese and Mandarin Flower Honey Sauce
Ingredients
Jeju natural cheese 320g, karahyang 2ea, baguette 1/5 ea, kkwongyeot 20g, chervil
2g, edible flower 1ea, black olive 15g, almond slice 15g
Mandarin flower honey sauce
Jeju lemon 2ea, extra virgin olive oil 100g, mandarin flower honey 20g, apple mint
20g, Italian parsley 20g, oregano 5g
Methods
1 Cut the skin of karahyang with a knife and cut only the pulp so that there is no
white part. 2 Cut the baguette to a thickness of 0.5cm, apply kkwongyeot on both
sides, and bake in the oven at 180°c for 3 minutes. 3 Dry the black olives so that
there is no moisture, then put into the mixer to make olive powder. 4 Lightly fry the
almond slices in a pan. 5 Make a mandarin orange honey sauce. Slice apple mint,
parsley, oregano thinly. Make the zest with Jeju lemon with the skin and squeeze
the juice out of the pulp. Mix all ingredients together. 6 Slice Jeju natural cheese
and baked in a frying pan for 1 minute per side. 7 Put the baked cheese on a plate
and sprinkle the mandarin orange honey sauce. Finish garnish with karahyang
pieces, kkwongyeot baguettes, almonds, chervil, edible flower petals and black oliv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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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꿩엿바게트, 아몬드, 처빌, 식용꽃잎, 블랙 올리브 가루를 얹어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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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 셰프는 고향인 태안에서 직접 농산물을 키우며 유명한 산지에서 직접 공급
받은 식재료로 요리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13
년간 근무하며 계절마다 바뀌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유러피안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의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현재 <파스타포포>와 미쉐린 1스타를 받은 <테
이블포포>를 운영하고 있다. 요리와 플레이팅 하나에도 자연을 담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며 모든 재료를 자연(바다, 들, 산)에서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
가 아름다운 담음새를 자랑하여 먹기 전에 시각을 충족시키고, 식재료 본연의 맛
을 온전히 보여주도록 표현하는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Sung-woon Kim cultivated crops personally in Taean where he
came from. He managed restaurant that used each ingredient from
famous local producers. He worked at fine dining restaurant for
13 years, he became the representative European cuisine with inseason ingredients. In present, he has been owned <Pasta For
Four> and Michelin 1-star restaurant <Table For Four>. He puts a
bigger emphasis on each cuisine and plating. Most of all, he got all
ingredients from the nature(ocean, field, mountain) and perfectly
showing off the ingredients natural fla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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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청정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RESTAURANT

국내외 셰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 또한 기쁜 일이었다.

테이블포포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테이블포포는 2011년 가을 ‘4명을 위한 테이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요리사 생활을 시작한 후 13년간 한결같이 옆을 지켜준 칼 2개다.

서래마을에 문을 연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고향이 태안으로, 농사 짓는 부모님을 도우러 자주 찾아간다.
그러면서 사계절을 거치며 바뀌는 자연환경을 때마다 관찰하며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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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스파라거스와 제주 한라봉 즙, 유기농 허브 및 제주 딱새우 구이
재료
제주 아스파라거스 3개, 제주 딱새우 3마리, 제주 한라봉 1개, 처빌 50g, 로즈마리 1팩, 올리브오일
20g, 그라나 파다노 치즈 20g, 식용꽃 1팩
만드는 법
1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껍질을 벗기고 뜨거운 물에 데친 후 그릴에 굽는다. 2 딱새우는 껍질을 벗겨
서 올리브오일에 마리네이드한 후 60℃의 저온에서 10분간 조리한다. 3 한라봉은 껍질을 벗기고 믹
서에 곱게 간 후 체에 거른다. 냄비에 담아서 반으로 졸인 후 핸드 블렌더로 거품을 낸다. 4 접시에
아스파라거스 3개를 담고 딱새우를 올린 후 허브와 꽃, 치즈를 장식하고 한라봉 소스를 뿌린다.

Ingredients
Jeju asparagus 3ea, Jeju snapping shrimps 3ea, Jeju Hallabong 1ea, chervil 50g,
rosemary 1 pack, olive oil 20g, grana padano cheese 20g, edible flowers 1 pack
Methods
1 Peel green asparagus, blanch in hot water and bake on grill. 2 Peel the snapping
shrimps and marinate it in olive oil and cook for 10 minutes at a low temperature of
60 °C. 3 Peel off the hallabong and process with the mixer. Strain the processed
hallabong and boil the liquid in a pan. Make bubbles with a hand blender. 4 Put
3 asparagus on a plate and put snapping shrimps on it, then decorate with herbs,
flowers, cheese and sprinkle hallabong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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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Green Asparagus, Jeju Hallabong Jus,
Organic Herb and Jeju Snapping Shri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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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셰프는 현재 메종글래드 호텔의 총괄 셰프이자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다. 홀리
데이호텔을 시작으로 호텔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 메종글래드 호텔의 <삼다정>,
연회, 베이커리, 야외 업장 등을 책임지고 있다. 제주 향토음식 명인 1호이자 제주
푸드앤와인페스티벌에 함께 참가하는 김지순 셰프의 제자로서 제주 식재료에 대
한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향토적인 조리법으로 재해석하여 트렌드에 맞는 다
양한 요리를 시도하는 중이다. 또한 셰프로서 요리의 맛뿐만 아니라 영양사로서의
영양학적인 밸런스까지 중요시하며, 제주의 통과의례음식과 향토음식 등 제주의
식문화를 알리는 저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인호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셰프끼리 요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친목을 다질 수 있어 기뻤다.

RESTAURANT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메종글래드 제주

요리를 시작한 후 여러 번 포기를 고민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40여년 역사를 지닌 제주의 랜드마크로서,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는

새로운 각오로 구입한 20년 가까이 된 칼이다.

고객에게 품격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어린 시절 해녀인 친구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나가 갓 잡은 전복과 성게를
섞은 것을 먹었는데 색다른 맛이었다. 그걸 현대적으로 풀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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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o Kim is the executive chef at the Maison Glad Hotel and adjunct
professor of the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He went to graduate school at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and majored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He started
hotel work with Holiday Hotel and now he charged of Maison Glad
Hotel's representative buffet <Samdajeong>, banquet, and bakery. He
is a pupil of the first Master of Traditional Food of Jeju, Ji-soon Kim
who participated in the Jeju Food and Wine Festival together. He tried
a variety of trendy dishes based on remarkable understanding about
Jeju's ingredients. Also, he set a high value on not only flavor but
also nutrition balance. In addition, he has proactively informed Jeju's
dietary culture, Jeju's traditional foods, and rite-of-passage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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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성게알 소스와 유자 간장 젤리
재료
제주 전복 100g, 제주 성게 50g, 크림·마요네즈·한천 20g씩, 유자 20g, 다시마·가다랑어 포 10g
씩, 국간장·진간장 10ml씩, 맛술 10ml, 생강·마늘 10g씩, 비타민 채소 5g, 으깬 감자 20g, 소금·설
탕 조금씩
만드는 법
1 전복은 손질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다. 살을 발라내서 내장을 제거하고 녹말가루를 약간 묻
혀서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굽는다. 2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3~4등분한 후 다시 전복 껍데기 속
에 담는다. 3 성게알에 크림, 마요네즈, 맛술, 국간장을 더하여 소스를 만든다. 4 다시마와 가다랑어
포, 간장, 맛술, 마늘, 생강, 무를 넣어서 국물을 우린 후 유자와 한천을 넣어서 식혀 젤리를 만든 다
음 잘게 으깨어 크럼블 형태를 완성한다. 5 접시에 매시드 포테이토를 깔고 전복 껍데기를 얹어 고
정한 다음 성게 크림 소스를 뿌리고 유자 간장 젤리를 얹는다. 채소를 곁들여 낸다.

Ingredients
Jeju abalone 100g, Jeju sea urchin 50g, cream 20g, yuza 20g, soy sauce 20g, kelp
10g, bonito 10g, mirin 10g, ginger 10g, garlic 10g, mayonnaise 20g, vitamin leaf 5g,
mashed potato 20g, dark soy sauce 10g, agar 20g, salt, sugar,
Methods
1 Clean the abalone and slightly blanch in hot water. Flesh it to remove the gut,
cover the abalone with starch powder and bake in a frying pan. 2 Cut the abalone
in 3 to 4 pieces and put back in the abalone shell. 3 Make the sauce with sea urchin
eggs, cream, mayonnaise, mirin and dark soy sauce. 4 Put kelp, bonito, soy sauce,
garlic, ginger, and radish into boiling water and make broth. Add yuza and agar to
make the soup into jelly. Then, crush it to make crumble pieces. 5 Spread mashed
potato on the plate, place abalone shell on it, and then squeeze sea urchin cream
sauce and put yuzu soy sauce jelly. Serve with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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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lone Sea Urchin Sauce and Yuza Soy J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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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셰프는 연남동에 위치한 한국식 이탈리안 선술집 <오르조>의 오너 셰프다.
힐튼호텔에서 한식을 담당했으며, 이후 한식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그랜드힐튼
호텔의 오픈을 준비하며 ‘Special Dinner by Hoyoon Kim’, ‘Dinner by 20’ 등 팝업
행사를 주최하여 본인의 요리를 표현하기도 했다.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스와니예>
의 수석 셰프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올리브 쇼’, ‘쿡킹 코리아’, ‘백년식당’ 등 다
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스타 셰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o-yoon Kim is the owner chef of the Italian stand-up bar <ORZO>
located in Yeonnam-dong. He charged of Hilton Hotel Korean dishes
and has steadily studied Korean dishes. He has been expressed his
own cooking through Grand Hilton Hotel opening, ‘Special Dinner by
Hoyoon Kim’, and ‘Dinner by 20’. He worked at the Michelin 1-star
restaurant <Soigne> as a head chef and on a lot of TV shows, like
Olive show, Cooking Korea and so on as a star 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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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제주도에서 요리하는 것도 설레었고, 훌륭한 셰프와 함께하여 더없이 즐거웠다.

RESTAURANT

제주 식재료로 요리하고 제주에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오스테리아 오르조

나누는 모든 시간이 환상적이었다.

연남동에 위치한 오스테리아 오르조는 늦은 시간까지 맛있는 음식과 술을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슬라이서, 핀셋, 저울 등 소도구다. 요리를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주로 기억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시각이나 청각 정보가 불씨가 되어, 기억을 되살린 후 연결고리를 찾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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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돼지 살시차를 넣은 펜네 파스타
재료 (2인분)
다진 제주 흑돼지고기(목살) 100g, 페페론치노 3g, 펜네 90g, 초리조 30g, 완두콩 20g, 옥수수 30g,
다진 마늘 15g,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간 것) 30g, 닭육수 150ml, 파슬리 5g, 화이트 와인·넛
멕·버터 약간씩
만드는 법
1 다진 흑돼지고기에 페페론치노, 화이트 와인, 넛멕, 소금, 후추로 간을 하여 재운다. 한입 크기로
빚어서 프라이팬에 따로 익힌다. 2 펜네는 소금을 넣은 끓는 물에 8분 정도 삶아서 오일에 버무린
다. 3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 잘게 썬 초리조를 넣고 노릇해지면 화이트 와인을 부어서
플랑베한다. 화이트 와인이 날아가면 옥수수, 콩, 페페론치노를 넣어서 볶은 후 닭 육수를 붓는다.
육수가 졸아들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 펜네를 더하여 섞는다. 불을 끄고 버터를 버무려 접시
에 담는다.

Ingredients(2 servings)
Jeju black pork meat(ground) 100g, peperoncino 3g, penne noodles 90g, chorizo
30g, pea 20g, corn 30g, chopped garlic 15g, parmigiano reggiano cheese 30g,
chicken broth 150ml, parsley 5g, nutmeg powder, white wine, butter
Methods
1 Marinade black pork with peperoncino, nutmeg powder, white wine, salt, pepper.
Mold in a good bite size and cook separately in a pan. 2 Pour enough salt in
boiling water, boil penne pasta for 8 minutes and simmer with oil. 3 Put chopped
garlic and chorizo on a pan with olive oil and add white wine to flambee when it is
colored. When white wine boils, put corn, beans, peperoncino and add the chicken
broth. When the chicken broth boils, add salt, pepper and penne noodles and mix
everything together. Turn off the heat, add some butter and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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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e Pasta with Black Pig Salsic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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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을 공부한 콜롬비아 셰프 다니엘은 16년 전 요리로 경력에 변화를 꾀했
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우시 세베스 요리 학교(2002)에서 공부한
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레스토랑 요리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은 몇 년 후
보고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레스토랑이 되었다. 지난 5년간 마리아노 모레노 미
식 학교에서 요리 지도자로 근무하였으며, 2016년부터 사반나 대학에서 미식 과정
을 담당하며 기초 이론과 콜롬비아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정체성 및
문화 식별자로 콜롬비아 음식, 상품, 요리법을 알리며 재임기간 중 국제적인 명성
을 얻었고, 좋은 평판을 얻은 요리 잡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다니엘
프라다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한국인에게 콜롬비아의 미식 요리를 선보이며 각국의 셰프, 학생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였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제일 뛰어난 도구인 셰프 나이프다. 정성 들여 손질하면 초심자도
숙련자도 솜씨 좋고 빠르게 요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천혜의 자연에서 자라는 현지 식재료다. 음식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교류하는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만큼 경이로운 영감의 원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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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rada Granada is a Colombian chef who studied industrial
engineering (2008) and 16 years ago changed his career for a cook's
life. He studied in Mausi Sebess Cooking School in Buenos Aires,
Argentina (2002), and then started working in Bogotá, Colombia as a
restaurant cook, and through the years worked in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restaurants in Bogotá. At the Universidad de La Sabana,
he taught basic and Colombian cuisine, where he has been the head
of the Gastronomy Program since 2016. From the Program, he has
promoted Colombia's cuisine, products, and culinary techniques as
identifiers of Colombian identity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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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타헤나식 새우 세비체 제주 삼겹살 팥 스튜
재료(30인분)
제주 새우(중하) 5kg, 적양파 1kg, 고수 잎 250g, 마늘 35g, 홍고추 25g, 레몬 또는 라임즙 1컵, 토마
토케첩 4컵, 소다 크래커 60개, 타바스코·소금·후추 약간씩
만드는 법
1 제주 새우는 씻어서 내장을 제거한 다음 찌거나 데쳐서 익힌다.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한다. 적양
파, 홍고추, 마늘, 고수 잎은 곱게 다진다.
2 새우와 손질한 모든 채소에 케첩, 레몬 또는 라임즙, 타바스코를 넣고 잘 섞어서 소금과 후추로 간
을 맞춘다. 소다 크래커와 함께 낸다.

Ingredients(30 servings)
Jeju shrimp 5kg, red onion 1kg, coriander leaves 250g, garlic 35g, fresh red chili
25g, lemon or lime juice 1cup, ketchup 4cups, saltine crackers 60ea, tabasco sauce,
salt, black pepper
Methods
1 Blanche or steam the clean, deveined shrimp. Chill and save in the refrigerator.
Finely chop the red onions, the fresh red chili, the garlic cloves, and the coriander
(cilantro). 2 Mix all of the ingredients, with the ketchup, the lemon or lime juice, and
the tabasco sauce, and season to taste with salt, and black pepper. Serve with
saltine cr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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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Ceviche from Cartag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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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겹살 팥 스튜
재료(10인분)
팥(밤새 불린 것) 1kg, 제주 돼지 족발(반 자른 것) 250g, 제주 돼지 삼겹살 750g, 당근 250g, 쪽파
500g, 마늘 35g, 토마토 1kg, 커민·파프리카 5g씩, 라드 50g, 코리앤더 25g, 소금 15g, 황설탕 50g
만드는 법
1 제주 삼겹살은 큼직하게 깍둑썬다. 대형 냄비를 약한 불에 올리고 삼겹살을 넣어서 지방을 천천히
녹인다. 가끔 뒤적인다. 노릇하게 익으면 냄비에서 꺼내어 따로 보관한다. 2 같은 냄비에 귀소를 만
든다. 돼지 기름에 다진 마늘과 다진 쪽파를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익힌다. 깍둑썬 토
마토를 넣고 소금과 커민을 더한다. 뚜껑을 덮고 아주 약한 불에서 10분간 익힌다. 간을 맞추고 따
로 둔다. 3 대형 냄비에 불린 팥, 쪽파 1대 분량, 으깬 마늘 1쪽 분량, 고수 4줄기, 익힌 삼겹살, 족발
을 넣는다. 팥이 2cm 정도 잠길 만큼 물을 붓는다. 4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팥이 반쯤 익을 때까
지 약 20분간 익힌다. 5 소금, 황설탕으로 간을 맞추고 갈은 당근을 넣는다. 절반 분량의 귀소를 붓
쭉해질 때까지 중간중간 젓는다. 필요하면 소금과 커민으로 간을 맞춘다. 6 다진 고수 잎과 남은 귀
소로 장식하여 낸다. 흰밥을 곁들인다.

Red Bean Stew with Pork Belly
Ingredients(10 servings)
Red bean 1kg, Jeju pig trotters 250g, Jeju pork belly 750g, carrots 250g, spring
onions 500g, garlic 35g, tomato 1kg, cumin 5g, pork lard 50g, paprika 5g, coriander
25g, salt 15g, brown sugar 50g
Methods
1 Cut the pork belly into large dice. Sweat in a large pot on low heat, so the fat
renders slowly. Mix occasionally. When the diced pork belly browns, remove it from
the pot, leaving the rendered fat. Save the browned diced pork belly. 2 In the same
pot, prepare a ‘guiso’. On top of the rendered fat, sweat the minced garlic, and
the minced spring onions until transparent and sweet, on low heat. Add the diced
tomatoes, keep the heat low, add salt, and cumin. Cook covered for 10 minutes on
very low heat. Season to taste and save. 3 In a large pot, add the rehydrated red
beans, 1 spring onion, 1 crushed garlic clove, 4 coriander stems, the diced browned
pork belly, and the pig's trotters. Add water to cover the beans 2cm. 4 Cook covered
for about 20 minutes on low heat, or until the beans feel partially cooked. 5 Add salt
to taste, brown sugar, and the grated carrots. Add half the guiso, cover and cook for
another 25 minutes, or until the beans are cooked. Remember to keep the heat low.
During this process, stir occasionally, until the stew thickens. Season to taste with
salt and cumin if needed. 6 Serve and garnish with minced coriander leaves, and
the remaining guiso. Accompany with white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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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뚜껑을 닫아서 팥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25분 더 익힌다. 불 세기는 약하게 유지한다. 스튜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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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 기쿠치 셰프는 1986년 우카이 그룹에 입사한 후 2015년부터 우카이 일식
사업부 총괄 조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식 총괄 셰프로서 일본 전통 고급 두부
요리 전문점 <토푸야 우카이>, 전통 가이세키 요리 전문점 <갓포 우카이> 등 총 6
개의 일식 전문 식당을 진두지휘한다. 또한 일본 대표항공사 ANA의 국제선 기내
식 개발을 담당한 바 있다. 우카이 그룹과 ANA가 함께 기내식 콜라보를 진행하면
서 다케시 셰프는 모든 메뉴 개발에 참가하였으며, 해당 기내식의 테마는 ‘일본의
마음을 담은 환대를 담아 일식을 세계로 알리자’였다.
Takeshi Kikuchi, head chef of the <Tokyo Shiba Tofuya Ukai>, was
entered the UKAI GROUP in 1986 and became Japanese food
executive chef since 2015. He controlled the Japanese high quality
tofu restaurant <TOFUYA UKAI> and traditional kaiseki restaurant
<GAPPOU UKAI>. Takeshi is remarkable specialists who has
energetically collaborated with ANA to produce in-flight dining on the
airline's flights. Takeshi is also driven by the desire to expand the joys
of cutting-edge Japanese gastronomy to oversea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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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
기쿠치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전 세계의 유명 셰프와 다른 환경 및 언어에도 불구하고 음식이라는 공통 언어로

Tokyo Shiba Tofuya Ukai

함께 공감할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도쿄 시바 토푸야 우카이는 도쿄타워 아래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일본 전통 정원 속에서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일본 수제 두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파코젯(PACOJET)이다. 아이스크림과 셔벗은 물론 다양한 재료로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배고플 때 영감을 얻는다. 먹는 것을 상상하며 맛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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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우카이 스페셜 두유, 두부의 만남
재료 제주 전복 7개(각 60g), 제주 성게 50g, 비타민 채소 20장
두부 재료 두유 200g(14%로 농축), 젤라틴 5g, 두부 200g, 달걀 베이스(달걀노른자 20g과 기름 40g
혼합물) 20g, 달걀흰자 20g, 어묵 20g, 참마 30g
국물(Tosui) 재료 가다랑어 국물 500ml, 두유 600ml(14%로 농축), 소금 5g, 성게 국물·전복 간 국물
적당량씩
만드는 법
1 두유를 가열하고 젤라틴을 더한다. 젤라틴이 녹으면 볼에 넣고 차가운 물에 식힌다. 믹서에 두부,
달걀 베이스, 달걀흰자, 어묵, 참마를 간 다음 두유와 젤라틴 혼합물을 더해 잘 간다. 팬에 넣고 80℃
에서 15분간 찐 후 냉장고에서 식힌다. 2 전복은 입, 간, 껍데기를 따로 분리, 세척하고 길게 3등분한
다. 여분의 가다랑어 국물과 두유를 1:1로 섞은 다음 소금을 넣고 65℃에서 가열한 후 자른 전복을
담근다. 3 전복 간에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고 씻는다. 여분의 다시 국물에 넣고 한소끔 끓인 후 숙
후 찬물에 담가 식힌다. 6 그릇에 두부를 한 스쿱 담고 전복, 성게, 살짝 데친 비타민 채소를 얹은 후
차게 식힌 국물을 붓는다.

Treasures of Jeju meets UKAI specialty 'Tosui' Tofu
Ingredients
Jeju abalone 7ea(60g each), Jeju sea urchin 50g, vitamin leaves 20ea
Tofu Soymilk 200g(condensed to 14%), gelatin 5g, pressed tofu 200g, egg base(mix egg
yolk 20g and oil 40g in a blender), egg white 20g, fish paste 20g, mountain yam 30g
Tosui(broth) Bonito dashi 500ml, soymilk 600ml(condensed to 14%), salt 5g, broth
from steaming sea urchin, broth from simmering abalone livers
Methods
1 Heat soymilk and add a gelatin. Once the gelatin melts, place a bowl in ice water
to cool. In a blender, mix the pressed tofu, egg base, egg white, fish paste and yam.
Add soymilk and gelatin mixture and blend well. Place mixture in a pan, steam at
80°C for 15 minutes and cool in the fridge. 2 Clean the abalone by separating the
shell, liver and mouth. Cut the abalone lengthwise into thirds. Mix the reserved dashi
and soymilk 1:1 ratio, add salt and heat to 65°C and soak the cut abalone. 3 Clean
the abalone liver by taking out the 'sandbag' from each. Simmer in dashi with salt to
taste and let sit. 4 Lightly salt the sea urchin and steam under 60°C for 15 minutes.
5 Mix all broth ingredients together in a pan, bring to the boil, cool it down on the
cold water. 6 Scoop the tofu with a spoon, top with abalone, sea urchin and lightly
boiled vitamin leaves. Pour chill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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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4 성게는 소금을 약간 넣고 60℃에서 15분간 찐다. 5 모든 국물 재료를 섞어서 한소끔 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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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체이 노비츠키 셰프는 전 폴란드 국왕 얀 3세의 궁전 박물관 총괄 셰프 겸 요리
역사 연구가이다. 현재 폴란드의 궁전 박물관 빌라 인트라타에서 역사 깊은 폴란
드 전통 음식들을 재해석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리역
사 연구가로서 학생들에게 요리 역사의 흐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고 제
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초청 만찬 등 다양한 국가 행사에서 폴란드
식 전통 요리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Maciej Nowicki is the head chef at King Jan III’s Palace at Wilanow
and also known as Cuisine researcher. In present, Maciej reinterprets
Poland’s traditional dishes in Villa Intrata. Also, he has much effort to
instruct students about cooking course of history and the way forward
for the future. He presented Poland’s tradition dishes at Obama’s
banquet and other diverse events.

GARDEN DINNER

GARDEN DINNER

마체이
노비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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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겹살과 비트 퓨레, 아삭한 채소
재료(10인분)
제주 삼겹살 2.5kg, 폴란드산 진저브레드 50g, 달콤한 파프리카 가루 20g, 화이트와인 식초 200ml,
황설탕 200g, 드라이 레드 와인 1L, 브로콜리 2개, 아스파라거스 2대, 홀그레인 머스터드 2작은술,
꿀 1작은술, 라임 1개, 식물성 오일 100ml, 적양배추 2kg, 주니퍼베리 10개, 백설탕 300g, 비트 2kg,
소금·후춧가루
만드는 법
1 진저브레드, 파프리카, 화이트와인 식초와 설탕을 섞어서 삼겹살에 잘 펴 바른 후 소금과 후춧가
루를 더한다. 냉장고에 2일간 재운 후 130℃의 오븐에 5시간 정도 익힌다. 2 냄비에 잘게 썬 적양배
추를 넣고 백설탕, 레드 와인, 주니퍼베리, 물 적당량을 더하여 약한 불에서 약 2시간 정도 익힌다.
그 사이 잘 씻은 비트를 오븐에서 아주 부드러워지도록 굽는다. 3 식물성 오일에 머스터드, 꿀, 라임
즙을 더하여 잘 섞어 비네그레트를 완성한다. 4 아스파라거스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비네그레

Jeju Pork Belly with Beet Puree and Crunchy Vegetables
Ingredients (10 servings)
Jeju pork belly 2.5kg, polish ginger bread 50g, sweet paprika powder 20g, white
wine vinegar 200ml, brown sugar 200g, red dry red wine 1L, broccoli heads 2ea,
asparagus 2ea, whole grain mustard 2ts, honey 1ts, lime 1ea, veg oil 100ml, red
cabbage 2kg, juniper berries 10ea, white sugar 300g, beetroots 2kg, salt, pepper
Methods
1 Combine the ginger bread and the paprika with white wine vinegar and sugar
and add to pork belly spreading very well around meat, add some salt and pepper.
Leave for around 2 days in the fridge and after that put in the oven for 5 hours in
130°C. 2 Place the red cabbage in the pot, add white sugar, red wine, berries and
some water and cook for around two hours on low heat. Meantime bake beet in the
oven till very soft beets. 3 Mix veg oil and mustard, honey, lime juice together to
make a vinaigrette. 4 Cut the asparagus and heads of the broccoli in small pieces
and pour prepared vinaigrette. 5 When the red cabbage is soft, add to it baked
beets and blend all together very well.

GARDEN DINNER

GARDEN DINNER

트에 버무린다. 5 부드러워진 적양배추와 구운 비트를 곱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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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경영과 요리를 가르치는 불가리아의 고등직업학교에서 요리를 배운 후 불가
리아 소재 쉐라톤 소피아 호텔에 요리사로 취업했다. 이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불
가리아 정통 바비큐와 채식, 불가리아 요구르트, 양고기 등의 다양한 조리법을 선
보이며 바텐더 교육을 이수했다. 불가리아 현지의 맛을 한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2007년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을 오픈하여 메인 셰프로 근무하며 불가리아 가
정에서 맛볼 수 있는 전통식을 고수하고 있다. 젤렌은 불가리아어로 녹색이라는
뜻이며, 그에 맞춰 자연주의 건강식을 선보인다. 한편 ‘냉장고를 부탁해’, ‘내 친구
의 집은 어디인가’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불가리아 음식을 알리고
있다.

미카엘
아쉬미노프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아름답고 신선했으며 웃음이 가득했다.

RESTAURANT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젤렌 Zelen

주방 도구보다 동료를 소중히 여긴다. 이번 행사에서 훌륭한 솜씨를

국내 유일의 불가리아 레스토랑, 동유럽의 미식 대국인 불가리아의 가정식을 현지 모습

선보인 학생 셰프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대로 맛볼 수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시장에서 만나는 신선한 재료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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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hal Ashminov was born in Sofia, Bulgaria and began his cooking
career at Sheraton Sofia Hotel Balkan, where he takes lessons for
bartender. Then he moved to Westin Chosun Hotel in Korea and has
opened traditional Bulgarian restaurant <Zelen>. Zelen means 'green'
in Bulgarian which he declares his aim: 'to offer fresh green Bulgarian
dishes to Korean people'. He co-runs his restaurant <Zelen>, located
in Itaewon, Seoul. He is also currently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 'Please Take Care of My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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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빈스코 브레테노
재료
제주 돼지 안심, 시금치, 페타 치즈, 모차렐라 치즈, 훈제 치즈, 크림, 머스터드, 생 딜, 소금, 후추
만드는 법
1 고기 망치로 돼지 안심을 두드려서 납작한 타원형으로 만든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2 볼에
데쳐서 물기를 짠 시금치, 잘게 부순 페타 치즈, 훈제 치즈, 모차렐라 치즈를 넣어 잘 섞는다. 3 돼
지 안심 가운데에 치즈 혼합물을 얹고 단단하게 만 다음 그릴에 7~8분간 굽는다. 4 소스를 만든다.
크림을 한소끔 끓이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머스터드를 한 큰술을 넣는다. 걸쭉하게 될 때까지
휘젓는다. 5 ③을 썰어 접시에 담고 소스를 두른 후 생 딜을 뿌려 낸다.

Ingredients
Jeju pork tenderloin, spinach, feta cheese, mozzarella cheese, smoked cheese,
cream, mustard, fresh dill, salt, pepper
Methods
1 Flatten the pork tenderloin in a oval shape with meat tenderizer. Season with salt
and pepper. 2 In a mixing bowl put the poached and squeezed spinach, shreds of
feta, smoked and mozzarella cheese. Mix well. 3 Place the mixture in the middle of
the pork and roll it tightly. Grill the roll for about 7~8 minutes. 4 For the sauce, bring
the cream to boil. Season with salt and pepper and put a spoonful of mustard. Mix
well until the texture gets thicker. 5 Slice the meat, Pour the sauce and sprinkle with
fresh d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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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insko Vret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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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크람 가르그는 섬세한 요리실력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전통의 맛을 잘 표
현해내는 셰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와이의 할레쿨라니 호텔 총주방장으로 ‘하
우스 위드아웃 어 키’, ‘더 베란다’, ‘오키드’, ‘라 메르’, ‘루어스 라운지’ 등의 요리 프
로그램에 참여했다. 인도 델리의 오베로이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후 두바이 팰리스 호텔, 뭄바이 오베로이 호텔 등 인도 최고급 5
성 호텔에서 요리 경험을 쌓았다. 2000년 영국 버진 아일랜드에 자리한 로즈우드
리틀 딕스 베이에서 수 셰프로 근무했다. 이후 모국인 인도에서 5성 리조트 릴라
켐핀스키 팰리스에서 총주방장을 맡았다.

비크람
가르그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매우 체계적이고 현지 식재료에 집중할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이었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다재 다능한 기구인 번철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장소, 사람들, 계절, 식재료, 분위기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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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ram Garg takes particular delight in the menu degustation, a chef’s
finest expression of innovative cooking. Classically trained in French,
Mediterranean and Southeast Asian cuisine, Chef Garg is a graduate
of the Oberoi School of Hotel management and holds a post-graduate
degree from the Oberoi Center. Chef Garg was the executive chef
for five-star Halekulani hotel(Honolulu, Hawaii). Prior to his time at
the Halekulani, Garg was the executive chef and operating partner of
IndeBleu. He has worked at leading luxury and five-star resor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Metropolitan Palace Hotel(Dubai, United Arab
Emirates), Little Dix Bay Hotel(Spanish Town, British Virgin Islands)
and the Leela Palace Kempinski Hotel (Bangalore, India), Oberoi
Hotel(Delhi & Mumbai, India). Currently, he is executive chef and
executive vice president at TMG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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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복, 표고버섯, 오고(해초)버터
구운 전복 재료
전복 12개, 버터 60g
만드는 법
1 전복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는다. 진공포장백에 버터와 함께 넣고 단단히 진공포장을
한다. 2 항온기의 워터배스에서 65℃로 2시간 동안 요리한다. 3 냉기를 제거하고 전복껍데기에 놓
는다. 4 두꺼운 층의 버섯 크러스트를 넓게 펴고 175℃에서 굽는다.
표고버섯 버섯 크러스트 재료
다진 표고버섯 200g, 다진 마늘 2쪽, 다진 샬롯 20g, 식용유 30g, 사케 60g, 흑후추 5g, 빵가루20g,
버터 50g, 소금 적당량
만드는 법
1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샬롯, 표고버섯을 모든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 볶는다. 2 사케를

Shitake Mushroom Crusted Abalone
Abalone ingredients
Jeju Abalone 12ea, Butter 60g
Methods
1 Remove abalone from shell and clean. Place in a vacuum packing bag with
butter and vacuum Pack tight. 2 Cook in water bath with an immersion circulator
for 2 hours at 65°c 3 Remove Cool and place it in shell 4 Spread a thick layer of
Mushroom Crust and bake at 17°c
Shitake Mushroom Crust ingredients
Minced shitake mushrooms 200g, Minced garlic 2 cloves, Minced shallots 20g,
Vegetable oil 30g, sake 60g, Black pepper powder 5g, Bread crumb 20g, Butter
50g, Salt
Methods
1 Sauté minced garlic, shallots and shitake mushroom in vegetable oil until all water
is evaporated. 2 Deglaze with Sake, add salt and pepper. 3 Remove from fire add
breadcrumbs and soft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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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고 소금과 후추를 더한다. 3 불을 끄고 빵가루와 부드러운 버터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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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권 셰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 W호텔, 중국 텐진 쉐라
톤그랜드 호텔, 두바이 페어몬트 호텔 수석총괄 조리장, 버즈 알 아랍 호텔 수
석총괄 조리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요리 경험을 쌓았다. 그는 프랑스 요리를 전
공하였지만 본인의 요리에 한식 스타일을 녹여내려고 하는 등, 한식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행사의 만찬 자문과 2018년 평창동계올
림픽 특선메뉴 10선 총괄 셰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르 메르디앙 서울호
텔에 위치한 <랩24>, <엘리멘츠>의 오너셰프로 있다. <랩24>는 La Liste 세계
1000대 레스토랑 (2016, 2017, 2018) 3년 연속 등재되고 있다.

에드워드
권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3년 연속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JFWF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RESTAURANT

제주의 진정한 미각의 세계로 모두를 안내할 것이라 확신한다.

랩24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하루 24시간 동안 요리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가장 현대적이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모든 음식은 재료를 손질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이다.

따라서 칼을 제일 좋아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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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Kwon has been a chef at the Hotel Ritz Carlton and the W
Hotel in San Francisco, the Sheraton Grand Hotel in Tianjin China,
executive chef of the Fairmont Hotel in Dubai, and executive chef
of the famous Hotel Burj Al Arab in Dubai. Although he specializes
in French cuisine, he is interested in globalizing Korean cuisine,
so infuses his dishes with Korean flavors and styles. He has been
appointed consultant to various national banquet events and recently
become the executive chef fo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for which he has developed 10 special menus. As CEO of
EK Foods, he runs Lab XXIV, and Elements. <Lab XXIV> has been on
the list 'La Liste World 1000 Restaurants' 3 years in a row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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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샐러드
재료
킹크랩 살 100g, 아보카도 1개, 라임 제스트 약간, 라임즙 10ml, 다진 셜롯 10g, 사워크림 20g, 과카몰
리 20g, 다진 사과 20g, 소금·볶아서 간 검은 후추 약간씩
드레싱 재료
라임즙 20ml,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40ml, 다진 양파 10g, 다진 차이브 3g, 소금·후추 약간씩
래시디 샐러드 재료
어린 래디시, 식용 꽃, 프리제 상추
만드는 법
드레싱을 뿌리고 래디시, 식용 꽃, 프리제 상추로 장식한다.

King Crab Salad
Ingredients
King crab meat 100g, avocado 1ea, lime zest, lime Juice 10ml, chopped shallot 10g,
sour cream 20g, guacamole 20g, chopped apple 20g, salt, toasted and grounded
black pepper
Dressing
Lime juice 20ml, extra virgin olive oil 40ml, minced onion 10g, chopped chives 3g,
salt, pepper
Radish salad
Young radish, ediable flower leaves, frisee
Methods
1 Mix all dressing ingredients together. 2 Mix king crab salad ingredients together
and put in a dish. Drizzle a dressing and garnish with radish, flower leaves, fri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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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의 드레싱 재료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든다. 2 킹크랩 샐러드 재료를 섞어서 접시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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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육성 셰프는 현재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진진(津津)>의 오너 셰프다. 2015년 서
교동에 <진진>을 오픈한 이후 <진진신관> <진진가연> 을 연이어 선보이며 많은 사
람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호텔 수준의 맛, 품질을 지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2013
년 만 60세에 호텔을 나와 40년간의 중식 조리 노하우를 <진진>을 통해 후배들에
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 사보이 호텔 <호화대반점>을 거쳐 1982년 플라자호텔
<도원>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1986년 코리아나 호텔 <대상해>에 합류하여 최고의
중식 레스토랑으로 끌어올리며 오너 셰프까지 올랐다. 현재는 <진진>을 통하여 후
배를 양성하며 대중적으로 훌륭한 중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식계 대부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다.

왕육성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바람과 날씨 탓에 화력이 약해서 진진 중식의 참맛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RESTAURANT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진진

주방 기구는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음식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지만,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의 중식당 대상해의 오너셰프로 한 시대를 풍미한 조리 경력 40년이

하나만 꼽자면 칼이 중요하다. 칼이 잘 들어야 속도와 모양이 난다.

넘는 대가, 왕육성 셰프가 대중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서고자 문을 연 집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2년 연속 미쉐린 1스타를 받았다.

국내외를 여행하며 유명한 곳을 직접 찾아가 먹으며 영감을 얻는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며 최고의 맛이 날 때까지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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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Cheng Wang is an owner chef who received Michelin 1 star of
<JinJin>. He provides luxurious tastes and quality with reasonable
price to many customers, setting up new restaurants such as <JinJin
Singwan> and <JinJin GaYeon>. He has been teaching his juniors
how to cook Chinese dishes generously through <JinJin> since he
left from the Hotel when he was 60 years old. He worked at Plaza
Hotel <Dowon> in 1982 after working at Savoy Hotel <Hohwa Dae
Chinese restaurant>. Afterwards, he worked as an executive chef in
<Daesanghae> of Koreana Hotel in 1982 and let the restaurant could
be top of the Chinese cuisine. Now, he is called a senior nurturing of
culinary students and godfather in Chinese cuisine who is doing his
best to provide an excellent Chinese food for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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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식 탕수육
재료
제주 돼지고기(전지) 150g, 양파·피망·파인애플 10g씩, 고추기름 3큰술, 설탕·토마토케첩·감
자녹말 100g씩, 육수 100ml, A1 스테이크 소스 1큰술, 달걀 1개, 간장 1작은술, 식용유 2L, 소금·
후추 약간씩
만드는 법
1 돼지고기는 사방 2cm 크기로 깍둑썬 다음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다. 양파, 피망, 파인애플은
1.5cm 크기로 깍둑썬다. 2 감자녹말에 물을 섞은 후 가루와 물이 분리되면 윗물을 따라낸다. 남은
반죽을 1큰술 따로 덜어 두고 달걀을 섞어서 튀김용 반죽을 완성한다. 3 팬에 식용유를 붓고 180℃
로 가열한다. 돼지고기에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넣고 노릇하게 튀긴다. 4 다른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는다. 숨이 죽으면 피망, 파인애플을 넣고 살짝 볶은 후 설탕, 토마토케첩, 육수를
더하여 한소끔 끓인다. 덜어 둔 녹말물로 농도를 맞춘 후 튀긴 돼지고기를 넣어서 버무린다. 접시에

Cantonese-style Sweet and Sour Pork
Ingredients
Jeju pork(front feet) 150g, onion 10g, bell pepper 10g, pineapple 10g, pepper oil 3ts,
sugar 100g, tomato ketchup 100g, potato starch 100g, broth 100ml, A1 steak sauce
1Tb, egg 1ea, soy sauce 1ts, cooking oil 2L, salt, pepper
Methods
1 Slice the pork into 2cm squares, then season with salt and pepper. Slice the onion,
bell peppers, pineapples into 1.5cm squares. 2 After mixing the potato starch with
water, when the powder and water are separated, pour upper side water. Remove
the remaining dough 1 tablespoon separately, and mix with an egg to complete the
dough for frying. 3 Pour the cooking oil into the pan and heat it to 180℃. Put on the
pork with frying dough and put it in oil and fry until cooked. 4 Put pepper oil on the
other pan and add the onion. When the onion cooked, add bell pepper, pineapple
and lightly fry. Then add the stock, sugar, tomato ketchup and boil it. Add the
starchy water to adjust the concentration, add the fried pork and mix all. Put it on a
plate.

GARDEN DINNER

GARDEN DINNER

담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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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한식을 다이닝 스타일로 풀어내는 모던 코리안 퀴진의 대표 셰프이다. 국내
외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여러 퀴진 스타일을 익히는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2012
년 영국 런던 올림픽 당시 주영 한국대사관 총괄 셰프로서 올림픽 관련 오찬 및 만
찬을 맡아 한식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선재사찰음식연구소를 거치며 한국 사찰
음식을 사사하여 깊이 있는 전통 한식 양념과 채집요리법을 기반으로 그만의 독특
한 한식 스타일을 구축했다. 서울에서 <D6>, <키친플로스>, <이십사절기> 등 모던
코리안 레스토랑을 런칭했다. 현재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다이닝 <두레유>의
오너 셰프이다.

유현수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작년에 만난 셰프를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새로 만난 셰프와도 제주 식재료,

RESTAURANT

와인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어 즐거웠다.

두레유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서울 가회동에 자리한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사찰 음식 바루 코스,

들깨, 참깨 등을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데, 즉석에서 갈아 쓸 때 사용하는 오래된 돌절구가 있다.

산나물로 조리하는 채집 코스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을 선보인다.

어떤 절구를 사용하는가도 맛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모든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요즘은 골동품이나 풍속화 등 옛 것을 많이 연구하며,
재래시장의 재료와 사람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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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Yoo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chefs of modern Korean
dining. He had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styles of cuisine
in a variety of restaurants. As an executive chef in the Embassy of
South Korea in the U.K, he was in charge of luncheon & dinner for the
London 2012 Olympics. He learned Korean temple food and Korean
traditional spice at ‘Sun-jae Temple Food &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he has successfully launched modern Korean restaurants
like <D6>, <Kitchen-Flos>, <24Seasons> based on these various
experience. He is currently owner chef at Korean dining restaurant
<DOOREYOO> located in Gahoe-do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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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채꿀 소스를 곁들인 참외 떡갈비
재료(2~3인분) 다진 소고기·다진 돼지고기 250g씩, 다진 참외 100g, 표고버섯(말린 것) 3개, 양파
1

/2개, 감자녹말 4큰술, 다진 마늘 2큰술, 식용유 적당량

고기 양념 소스 재료 간장 4큰술, 맛술 2큰술, 다진 마늘·참기름 1큰술씩, 후춧가루·생강즙 약간씩
소스 재료 제주 하귤청·제주 유채꿀 1큰술씩, 감식초·사과즙 2큰술씩, 방울토마토·채썬 참외 적
당량씩,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다진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은 뒤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다. 불린 표고버섯과 양파는 다지
고 참외는 강판에 갈아서 준비한다. 2 달군 팬에 표고버섯과 양파를 노릇하게 볶는다. 3 다진 고기
를 칼등으로 두드려 편 후 참외, 표고버섯, 양파, 감자녹말, 마늘, 양념 소스 재료를 넣고 잘 섞는다.
떡갈비 모양으로 다듬는다. 4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떡갈비를 앞뒤로 굽는다. 5 소스용 재료를
모두 섞어 구운 떡갈비 위에 올려 완성한다.

Ingredients(2-3 servings)
Minced beef 250g, minced pork 250g, minced oriental melon 100g, dried shiitake
3piece, onion 1/2 ea, potato starch 4Tb, minced garlic 2Tb
Meat seasoning
Soy sauce 4Tb, mirim 2Tb, minced garlic 1 clove, ground pepper, ginger juice,
sesame oil 1Tb
Sauce
Jeju hagyul matured in honey 1Tb, persimmon vinegar 2Tb, Jeju canola honey 1Tb,
apple juice 2Tb, cherry tomato, sliced oriental melon, salt
Method
1 Mix minced beef and minced pork together and then remove blood by kitchen
towel. Soak dried shiitake, minced onion, oriental melon is prepared by grinding
on a grater. 2 Fry shitake and onion in broiler pan. 3 Flatten minced meat by using
knife. Mix well meat, oriental melon, shiitake, onion, starch, garlic, sauce. Shape as
grilled short rib patties. 4 Heat and oil the pan, and then grill them on each side.
5 Mix well every sauce ingredients and put on the grilled short rib pat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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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 Short Rib Patties with Oriental Melon and
Jeju Canola Hone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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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로컬>의 임희원 셰프는 마릴린과 이탈리의 헤드 셰프를 역임한 후 홍콩
<모모제인(MOMOJEIN)>의 총괄 셰프를 담당했다. <모모제인>은 모던 한식 분야
에서 현지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2018년 홍콩 미쉐
린 가이드 최초로 모던한식 분야 ‘더 플레이트’에 등재되었다. 또한 2016년 푸디 홍
콩에서 발표한 베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 연속으
로 크레이브 매거진 어워드에서 발표한 베스트 코리안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렸다.
ICA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객원교수를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리브
쇼’, ‘셰프의 야식’, ‘생생정보통’, ‘찾아라 맛있는 TV’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희원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세심한 배려와 아름다운 환경 덕분에 여러 셰프와 즐기면서 요리를 할 수 있어 좋았다.

파운드로컬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챕터원에서 운영하는 <파운드로컬>은 아늑한 분위기의 바&비스트로다. 임희원 셰프와 함께

주방에서 가장 아끼는 대상은 함께 일하는 동료다. 도구는 언제든 살 수 있지만 동료가

전국 각 지역의 식자재를 활용한 한식을 베이스로 독창적으로 소스와 함께 개발한

없다면 도구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LIM HEE-WON
생활 속, 그리고 여행에서 영감을 얻는다. 설레는 마음으로 접하면 익숙한 것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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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n Lim is a head chef in Hong Kong <MOMOJEIN> through a
head chef of Marilyn and Eataly. <MOMOJEIN> headed by Heewon
Lim has been attracting many various tourists including Hong Kong
by modern Korean dining and was registered on ‘The Plate’ by
modern Korean dining for the first time among 2018 Hong Kong
Michelin guide. In addition, <MOMOJEIN> was selected as the Best
Casual Restaurant announced by Foodie Hong Kong in 2016, the Best
Korean Restaurant announced by Crave Magazine Award for the third
consecutive year from 2016. He is a guest professor at ICA in Korea
and also a cast member in Korean TV shows ‘Olive show’, ‘A chef's
late-night snack’, ‘Live information box’ and ‘Let's find, delicious TV’
so he has been positioned as a star chef.

136

137

튀긴 문어와 건문어 소스
재료 (2~3인분) 제주 돌문어 1마리, 건문어 소스·감자녹말 적당량씩, 호박잎·깻잎·처빌·파인애
플 약간씩, 참기름·깨 조금씩
건문어 소스 재료 훈연 후 튀겨서 갈은 건조 오징어 다리 100g, 문어 국물 280g, 다진 마늘 30g, 다
진 청양고추 20g, 문어 기름 110g, 고추장 2큰술, 조청 3큰술, 다시마 간장 50g, 고운 고춧가루 5g,
후추 적당량
다시마 간장 재료 다시마 40g, 간장·맛술·물 2kg씩
문어 삶기 재료(2마리 분량) 제주 돌문어 2마리, 양파 1/2개, 마늘 10쪽, 통후추 10개, 대파 1대, 청주
250ml, 물 5L
만드는 법 1 다시마 간장 재료를 잘 섞어서 20분간 끓인다. 문어는 삶기용 재료와 함께 냄비에 넣고
강한 불에서 30분, 중약 불로 줄여서 1시간 동안 삶는다. 2 모든 건문어 소스 재료를 섞어서 한소끔
끓인다. 3 호박잎은 씻어서 물이 끓는 찜기에 1분 30초간 익혀 식힌다. 파인애플은 적당히 잘라서
자녹말을 묻혀서 180℃의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다. 건문어 소스를 데워서 튀긴 문어의 기름을 뺀 후
소스와 함께 버무린다. 5 접시에 호박잎을 깔고 파인애플을 1작은술 얹은 후 문어 다리 1개를 올리
고 깻잎, 깨, 처빌, 참기름으로 장식한다.

Fried Octopuses and Dried Octopus Sauce
Ingredients(2-3 servings) Jeju octopus 1ea, dried octopus sauce, potato starch
powder, zucchini leaf, perilla leaf, chervil, pineapple, sesame oil, sesame
Dried octopus sauce Grinded after smoke dried squid leg 100g, octopus juice
280g, minced garlic 30g, minced green chili 20g, octopus oil 110g, gochujang 2Tb,
grain syrup 3Tb, kelp soy sauce 50g, red chili powder 5g, pepper
Kelp soy sauce Kelp 40g, soy sauce 2kg, mirin 2kg, water 2kg
Boiled octopus (for 2ea) Jeju octopus 2ea, onion 1/2 ea, garlic 10 cloves,
peppercorn 10ea, green onion 1ea, rice wine 250ml, water 5L
Methods
1 Mix all kelp soy sauce ingredients well and boil it for 20 minutes. Put the octopus
in a pot with the ingredients for boiling and boil for 30 minutes on high heat, and
then reduce it to medium heat and boil it for 1 hour. 2 Mix all the ingredients of dried
octopus sauce and boil it all at once. 3 Wash the zucchini leaves and boil for 1 minute
and 30 seconds in boiling water and then cool it. Cut the pineapple and grill the front
and back with the torch. Diced with 1mm size. Slice perilla leaves thinly. 4 Mix the boiled
octopus with potato starch powder and fry in oil of 180°C. Heat the dried octopus sauce
and drain the fried octopus, and then mix it with the sauce. 5 Place the zucchini
leaves on a plate and put a one tea spoonful of pineapple. Then put one octopus leg
and decorate with perilla leaves, sesame, chervil, and sesame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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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로 앞뒷면을 노릇하게 구운 후 1mm 크기로 깍둑썬다. 깻잎은 가늘게 채썬다. 4 삶은 문어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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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셰프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아라리오 공간 신사옥 <카페 인 스페이스>를
책임지는 파티시에 셰프다. 유럽 본고장의 제과를 배우기 위해 2004년 프랑스로
떠난 후 2015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11년간 제과점, 레스토랑, 호텔을 넘나
들며 근무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제과를 경험했다. 2011년 파리의 후와이얄 몽쏘
호텔에서 피에르 에르메 팀의 일원으로 경력을 쌓았고, 동양인 최초로 피에르 에
르메 셰프라는 타이틀을 받아 서울 청담동 크리스찬 디오르의 <카페 디오르> 오픈
및 운영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요시하며 서로 다른 재료의 알
맞은 조화를 찾아 디저트 안에 담아내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디저트를 표현한다.
또한 본토에서 체득한 프랑스 고전 방식 속에 우리나라 재료를 활용한 모던함을
담는 국내 최고의 파티시에다.

최규성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참여한 푸드 페스티벌이었다. 유일하게 디저트를 담당하며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제주에서 요리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상쾌한 감귤류 향을 제과에 입히는 것을 좋아해서, 껍질을 가는 제스터(zester)를 즐겨 사용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무엇보다 재료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한다. 마리아주를 염두에 두면서
두세 가지 재료를 조합하고 식감과 온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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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ung Choi is the chef pâtissier who is charge of <Café in Space>
located in Jongno, Seoul. He went to France to learn baking in 2004
and back to 2015. During this period, he experienced diverse style
of baking through working in bakery, restaurant, and hotel. When he
worked at the Hotel Royal Monceau, he was part of Pierre Hermé
team member. Based on this experience, he got the title of Pierre
Hermé chef as the first Asian and he opened <Café DIOR> of Christian
DIOR and work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in Chengdam-dong,
Seoul. He thought that natural flav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expressed deserts by his own style. Also, he is the best pâtissier in
Korea who made modernity with Korean ingredients based on classic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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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귤 생토노레
슈 반죽 재료 물·우유 250g씩, 천일염·설탕 10g씩, 버터 200g, 밀가루(중력분) 300g, 달걀 500g
옐로우 슈 크럼블 재료 설탕·버터·밀가루(중력분) 100g씩, 옐로우 색소 1g
사블레 브르통 재료 버터 550g, 천일염 10g, 노른자 20g, 분당 180g, 밀가루(중력분) 630g
가나슈 몽떼 크림 재료 생크림 500g, 글루코즈·트리몰린 20g씩, 화이트 초콜렛 140g, 제주 하귤 제
스트 약간
하귤 마멀레이드 재료 제주 하귤 1kg, 설탕 500g, 물 150g
망고 하귤 콤포트 재료 망고 300g, 설탕 50g, 제주 하귤 마멀레이드 150g, 젤라틴 4g
하귤 세미 콩피 재료 제주 하귤 껍질, 설탕 700g, 물 1kg
만드는 법
1 옐로수 슈 크럼블을 만든다. 색소를 제외한 모든 재료를 스탠딩 믹서에 담아 반죽한다. 색소를 더
하여 색을 낸 후 완성한 반죽을 1.5mm 두께로 얇게 민다. 지름 2cm 크기의 원형 쿠키 커터로 찍는
친 밀가루를 더하여 주걱으로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섞는다. 약한 불에서 2분 정도 치대어 수분을
날린다. 스탠딩 믹서에 넣고 비터 기구로 치면서 식히고 수분을 날린다. 달걀을 조금씩 넣으면서 골
고루 잘 섞는다. 완성한 반죽을 5g씩 원형으로 짠 후 슈 크럼블을 얹는다. 160℃로 예열한 오븐에 컨
벡션 기능을 켜고 30~35분간 굽는다. 3 사블레 브르통을 만든다. 분당, 밀가루를 제외한 모든 재료
를 스탠딩 믹서에 담고 섞는다. 분당을 넣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섞는다. 밀가루를 넣고 덩어리
지지 않도록 섞는다. 완성한 반죽을 랩에 싸서 1일간 냉장 보관한다. 4mm 두께로 밀어서 지름 4cm
크기의 원형 쿠키 커터로 찍는다. 170℃의 오븐에서 20~25분간 굽는다. 4 가나슈 몽떼 크림을 만든
다. 냄비에 생크림, 글루코즈, 트리몰린을 끓인다. 초콜릿과 하귤 제스트를 담은 용기에 부으면서 스
틱 블렌더로 곱게 유화하여 간다. 랩을 표면에 닿도록 씌워서 1일간 냉장 숙성한다. 5 하귤 마멀레이
드를 만든다. 씻은 하귤을 물을 잠길 만큼 부은 냄비에 넣고 30분간 삶는다. 꺼내서 푸드 프로세서
에 간다. 다른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115℃까지 끓인다. 시럽 냄비에 갈은 하귤을 넣고 바닥이 타
지 않도록 저으면서 97℃까지 끓인다. 랩을 표면에 닿도록 씌워서 1일간 냉장 숙성한다. 6 망고 하
귤 콤포트를 만든다. 젤라틴은 얼음물에 담가 불린다. 망고는 0.8cm 크기로 깍둑썬다. 프라이팬에
설탕과 망고를 넣고 가열하여 콤포트를 만든다. 하귤 마멀레이드, 망고 콤포트, 젤라틴을 섞은 후 지
름 2.5cm 크기의 반구형 실리콘 몰드에 채워 냉동실에서 굳힌다. 7 하귤 세미 콩피를 만든다. 설탕
과 물을 끓여 시럽을 만든다. 하귤 껍질은 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서 끓여 데치는 과정을 3회 반복한
다. 시럽에 데친 하귤 껍질을 넣고 약한 불에 2시간 정도 가열한다. 1일간 냉장 숙성한다. 8 가나슈
몽떼 크림을 스탠딩 믹서로 휘핑하여 농도와 볼륨을 더한다. 구운 슈 3개에 크림을 채울 구멍을 낸
다. 슈에 가나슈 몽떼 크림을 가볍게 짜 넣고 하귤 마멀레이드로 빈 공간을 채운다. 사블레 브르통
위에 반구 모양의 하귤 콤포트를 얹는다. 슈 3개를 콤포트 위에 걸쳐서 세운다. 짤주머니에 생토노
레 깍지를 끼우고 크림을 슈와 슈 사이에 3번씩 짜고 윗 부분은 물결 형태로 짜 올린다. 예쁘게 자
른 하귤 세미 콩피로 장식하여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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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슈 반죽을 만든다. 냄비에 물, 우유, 천일염, 설탕, 버터를 넣고 가열한다. 끓으면 불을 끄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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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Choux dough Water 250g, milk 250g, sea salt 10g, sugar 10g, butter 200g, flour
300g, egg 500g,
Yellow choux crumble Sugar 100g, butter 100g, flour 100g, yellow food coloring 1g
Sablé breton Butter 550g, sea salt 10g, egg yolk 20g, powdered sugar 180g, flour
630g
Ganache montee cream Fresh cream 500g, glucose 20g, trimolin 20g, white
chocolate 140g, Jeju hagyul zest
Hagyul marmalade Jeju hagyul 1kg, sugar 500g, water 150g
Mango hagyul compote Mango 300g, sugar 50g, Jeju hagyul marmalade 150g,
gelatin 4g
Hagyul semi confit Jeju hagyul zest, sugar 700g, water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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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Hagyul Saint-Honore

Methods
1 Make yellow choux crumble. Add all ingredients except a yellow food coloring in
a standing mixer and mix it. Add the yellow food coloring and roll the dough to a
thickness of 1.5mm. Use a 2cm diameter circular cookie cutter and cut up. 2 Make
choux dough. Add water, milk, sea salt, sugar and butter to a pot and heat. When
it boils, turn off the heat and add the shifted flour and mix it well so that it does not
have a crumb. Remove moisture in the dough for 2 minutes in a low heat. Put it in
a standing mixer and use a beater to remove moisture. Add the eggs little by little,
keep mixing. Squeeze out the finished dough 5g each and place a choux crumble
on it. Turn on the convection in the oven, preheated to 160°C and bake for 30 to
35 minutes. 3 Make sablé breton. Mix all ingredients except flour and powdered
sugar in the standing mixer. Add the powdered sugar and mix, careful not to add
air in the dough. Add flour and mix, careful not to have a crumb. Wrap the finished
dough and refrigerate for one day. Roll the dough to 4mm thickness and cut using a
4cm diameter circular cookie cutter. Bake for 20 to 25 minutes in the oven at
170°C. 4 Make ganache montee cream. Boil the fresh cream, glucose, and trimolin
in a pot. Mix with a stick blender while pouring into a bowl that containing chocolates
and hagyul zests. Cover the wrap to the surface and let it rest in fridge for 1 day. 5
Make hagyul marmalade. Place the washed hagyul in a pan filled with water and
boil for 30 minutes. Take it out and grind with a food processor. Add sugar and
water to another pot and boil to 115°C. Put the ground hagyul in the syrup pot and
boil to 97°C, stirring so that it should not be burnt. Cover the wrap to the surface and
let it reat in a fridge for 1 day. 6 Make mango hagyul compote. Soaked the gelatin in
ice water. Slice the mango into 0.8cm square. Put the sugar and mango in a frying
pan and cook to make a compote. Add the hagyul marmalade, mango compote and
gelatin and fill into a 2.5cm hemispherical silicone mild and harden in a freezer. 7
Make hagyul semi confit. Boil sugar and water to make syrup. Put the hagyul zest
into a pan with water and boil it. Repeat this process 3 times. Boil the hagyul zest
for 2 hours in a weak heat. Let it rest in fridge for 1 day. 8 Add concentration and
volume by whipping the ganache montee cream in a standing mixer. Make a hole
on three baked choux to fill the cream. Squeeze the cream lightly and fill the empty
space with the hagyul marmalade. Put a hemispherical hagyul compote on a sablé
breton. Set up three choux on the compote. Squeeze the cream three times each
between the choux and the choux, and makes the upper part wavy. Decorated with
cuted hagyul semi con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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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1
갈라디너
‘JEJU MEETS EUROPE’을 주제로 미쉐린 스타 셰프
들이 5가지로 이루어진 정찬 코스를 선보였다. 아름
다운 미식의 향연이 펼쳐졌다. 공연과 행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이벤트는 물론 코스마다 딱 어울리게 페어
링한 와인이 갈라 디너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제주
최초로 수많은 미쉐린 스타 셰프가 준비한 정찬으로,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의 마지막 밤을 멋지게 장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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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F
LIST
이재천

Lee, Jae-cheon
오분자기 들기름 카펠리니 샐러드 / 제주 흑우 불고기 타르틀레트 /
다금바리 블랑망주 / 한라봉 쉰다리 그라니테

Olivier Chaignon

제주 브로콜리 크림 수프와 당근, 전복

리카르도 아고스티니
Riccardo Agostini

라구 소스와 바질 페스토 홍합 파사텔리 파스타

어윤권

Eo, Yun-gewn
제주 보들결한우 안심과 제주 땅에서 나는 15가지 채소와 곡물,
폰두브루노 소스

최규성

Choi, Kyu-sung
제주 백년초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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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샤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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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천 셰프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파리 모리스 호텔에
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나인스 게이트에서 총주방장으로 근무하
며 1999년 싱가포르 블랙박스 요리대회 입상, 2001년 서울 국제 요리대회 개인전
금상, 2011년 서울 블랙박스 요리대회 은상 수상 등 국내외 요리대회에서 다수 수
상했다. 현재 해비치호텔&리조트의 총주방장을 맡고 있다.
Jae-Cheon Lee worked at Hotel Meurice in Paris after graduating from
Le Cordon Bleu Paris. Afterwards, he worked as an executive chef at
Ninth Gate, the flagship restaurant of Seoul's Westin Chosun Hotel. In
competitions, he won a prize in the Singapore Black Box Competition
in 2001, and a silver medal at the Seoul Black Box Competition in 2011.
He is currently executive chef at Haevichi Hotel &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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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천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3년간 매번 새로운 셰프와 교류하며 폭넓은 요리 세계를 접할 수 있어 행복했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또한 제주의 숨겨진 식재료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2016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제주 리조트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시설을 선보이는 제주의 일류 호텔이다.

조리 학교에 입학한 1991년부터 사용한 오래된 조리 기구와 가방이다.
잠시나마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 소중하게 보관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모든 요리는 시장에서 개발된다고 생각한다. 제주 색을 입힌 메뉴를 개발하려면
제주의 시장과 산지를 두루 다니며 문화를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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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분자기 들기름 카펠리니 샐러드, 제주 흑우 불고기 타르틀레트,
다금바리 블랑망주, 한라봉 쉰다리 그라니테
오분자기 들기름 카펠리니 샐러드 재료(350인분) 카펠리니 700g, 피시 소스 200ml, 설탕 200g, 들
기름 400ml, 한치 3.6kg, 문어 1.2kg, 숙성 백김치 2.5kg, 깻잎 20단, 게살 800g, 고마다래 드레싱
200ml, 세모가사리 300g, 잣 200g, 시장 들기름 200ml, 오분자기 350개
제주 흑우 불고기 타르틀레트 재료(350인분) 브릭 페이스트리 2.1kg, 제주 흑우 등심 5kg, 불고기
양념 5.25L(진간장 1.05L, 물엿 1.05kg, 참기름 280g, 청주 125g, 배 2.1kg, 양파 70g, 대파 40g, 마늘
125g, 물 3.5L), 마요네즈 2.8kg, 오이 350g, 적양파 1.6kg, 깻잎 700g, 김치 국물 15L
다금바리 블랑망주 재료(350인분) 달걀흰자 1.9kg, 달걀노른자 1.2kg, 설탕 550g, 아몬드 파우더
1.2kg, 밀가루(중력분) 150g, 오징어 먹물 260g, 몰튼 소금 2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200g, 마
스카르포네 1kg, 제주 다금바리 600g, 명란 600g, 크림 120g, 다진 차이브 100g, 처빌 200g
한라봉 쉰다리 그라니테 재료(350인분) 한라봉 쉰다리 400ml, 물 100ml, 설탕 20g, 밥 4kg, 물 6L,
누룩 1kg, 한라봉청 1kg
오분자기 들기름 카펠리니 샐러드 만드는 법
1 카펠리니 면은 끓는 소금물에 1분 30초 정도 삶은 후 들기름을 둘러 식힌다. 2 김치는 줄기 부분
은 송송 썰고 잎사귀는 다진다. 한치는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호일에 말아서 얼려 얇게 저민 다음
고 얇게 채썬다. 대게는 살을 발라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결대로 찢어 고마다래 드레싱에 버무린다.
4 카펠리니에 피시 소스, 들기름, 설탕으로 간을 한 후 한치, 문어, 김치 줄기 부분, 깻잎을 넣어 버무
린다. 포크 등으로 돌돌 말아 볼에 담고 다진 김치와 게살을 얹는다. 데친 오분자기를 얹고 시장 들
기름을 살짝 두른 후 세모가사리를 올려 마무리한다.
제주 흑우 불고기 타르틀레트 만드는 법
1 오이는 1개당 120장이 나올 정도로 얇게 저민다. 김치 국물에 버무려 1일간 숙성한다. 등심은 불고
기 양념과 함께 볶은 후 덜어내고 남은 소스를 졸여서 불고기 마요네즈용 소스를 만든다. 불고기 마
요네즈 소스 180g과 깻잎을 버무린다. 2 브릭 페이스트리에 정제 버터를 발라서 3장을 겹친 후 4cm
크기의 틀로 총 7장을 찍어 낸다. 그릇에 넣어서 모양을 잡은 후 170℃의 오븐에서 6~7분간 노릇하
게 굽는다. 3 구운 페이스트리에 불고기를 담고 깍둑썬 적양파와 오이 3장을 순서대로 올린다.
다금바리 블랑망주 만드는 법
1 먹물 스펀지를 만든다. 달걀흰자, 달걀노른자, 설탕, 아몬드 파우더, 밀가루, 오징어 먹물, 소금, 엑
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100g을 잘 섞어서 사이픈 건에 담은 후 가스 1개를 충전하고 1~2시간 정도
안정한다.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10개 정도 뚫은 후 반죽을 반 정도 짜서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린
후 철망에 뒤집어 얹어서 식힌 다음 꺼낸다. 2 볼에 마스카르포네를 넣고 부드럽게 푼다. 삶은 다금
바리와 껍질을 벗긴 명란 알을 넣어 섞은 후 나머지 재료를 넣어 마저 섞는다. 먹물 스펀지에 다금
바리 크림과 처빌을 얹어 낸다.
한라봉 쉰다리 그라니테 만드는 법
1 한라봉 쉰다리를 만든다. 식은 밥에 물을 부어 밥알을 풀은 뒤 누룩을 넣고 2~3일간 숙성한다. 밥
알이 으깨질 정도로 숙성되면 누룩을 건지고 고운 체에 거른다. 한라봉청을 넣고 믹서에 간다. 2 한
라봉 쉰다리와 물, 설탕을 섞어서 냉동하여 그라니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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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쳐서 찬물에 헹군다. 3 문어는 질긴 껍질을 제거하고 얇게 저민다. 깻잎은 가운데 줄기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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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Ohbunjagi capellini salad (350 servings) Cappellini 700g, fish sauce 200ml, sugar
200g, perilla oil 400ml, cuttlefish 3.6kg, octopus 1.2kg, fermented white kimchi
2.5kg, perilla leaf 20ea, crab meat 800g, gomadare dressing 200ml, seaweed(called
Semogasari) 300g, pine nut 200g, pure perilla oil 200ml, ohbunjagi 350ea
Jeju Korean beef tartlet (350 servings) Brick pastry 2.1kg, Jeju black beef sirloin
5kg, bulgogi seasoning 5.25L(dark soy sauce 1.05L, grain syrup 1.05kg, sesame oil
280g, cooking wine 125g, pears 2.1kg, onion 70g, leek 40g, garlic 125g, water 3.5L),
mayonnaise 2.8kg, cucumber 350g, red onion 1.6kg, perilla leaf 700g, kimchi soup 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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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bunjagi Capellini Salad, Jeju Black Beef Tartlet, Dachumbari
Blancmange, Hallabong Sheendari Granite

Dachumbari blancmange (350 servings) Egg white 1.9kg, egg yolk 1.2kg, sugar
550g, almond powder 1.2kg, wheat flour 150g, squid ink 260g, Morton salt 20g,
extra virgin olive oil 200g, mascarpone 1kg, Jeju dachumbari 600g, pollack roe
600g, cream 120g, chopped chives 100g, chervil 200g
Hallabong sheendari granite (350 servings) Hallabong 400ml, water 100ml, sugar
20g, cooked rice 4kg, water 6L, yeast 1kg, mature in honey hallabong 1kg
Making capellini salad
1 Capellini is boiled in boiling salted water for 1 minute and 30 seconds, then
cooled with the perilla oil. 2 Slice the kimchi stem and dice the leaves. Remove
the cuttlefish leg, roll on the foil, freeze, thinly slice it, and rinse it in cold water.
3 Remove octopus's tough shells and slices thinly. Remove the middle stem of
perilla leaf and thinly slice. Debone crab meat and remove moisture and then mix
with gomadare dressing. 4 Season the capellini with fish sauce, perilla oil, and
sugar, then add dried cuttlefish, octopus, kimchi stem, and perilla leaves. Roll with
a fork, and put in a bowl with a sliced kimchi and crab meat. Top with the steamed
ohbunjagi, dressing with pure perilla oil, finish with the semo casari.
Making Jeju black beef tartlet
1 Slice cucumber very thin like 120 pieces per one cucumber. Mix with kimchi soup.
Cook the beef with bulgogi sauce, pick out the beef and simmer the remaining
sauce to make bulgogi mayo sauce. Mix the perilla leaf with 180g of bulgogi mayo
sauce. 2 Brush pastries with the refined butter and overlap 3 sheets together. Make
7 piece with 4cm cookie cutter. Put in a dish to make a cup, and bake in the 170°c
oven for 6 to 7 minutes. 3 Fill the baked pastry with bulgogi, top with diced red onion
and 3 cucumbers.
Making dachumbari blancmange
1 Make the squid ink sponge. Mix egg whites, egg yolk, sugar, almond powder,
flour, squid ink, salt and 100g of extra virgin olive oil and add to the siphon gun.
Charge 1 gas and stabilize for 1 to 2 hours. Make about 10 holes in the bottom of
the paper cup, fill the dough for about half of the cup, turn it on the microwave for
1 minute, put it on the wire net, cool it, take it out. 2 Put mascarpone in the bowl
and gently loosen it. Mix the boiled dachumbari and shelled pollack roe and mix the
remaining ingredients. Garnish the squid ink sponge with dachumbari cream and
chervil.
Making hallabong sheendari granite
1 Make hallabong sheendari. Pour water into the rice, add yeast, mature for 2 to
3 days. When the rice is mature enough to squash easily, take the yeast out and
strain through the fine sieve. Grind with hallabong syrup in the blender. 2 Mix
hallabong sheendari, water, salt together and freeze to make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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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로지에>의 총괄 셰프인 올리비에 샤뇽 셰프는 프랑스 몽
타르지 출신이다. 유년기에 프랑스에서 ‘베스트 영 어프렌티스 셰프’ 상을 수상했
다. 파리의 <타이유방>, <피에르 가니에르>에서 주방 경력을 쌓은 후 일본 도쿄로
진출하여 <피에르 가니에르 도쿄> 총괄 셰프를 역임했다. 현재 도쿄 긴자에 자리
한 프렌치 레스토랑 <로지에>의 총괄 셰프를 맡고 있다. 2017년 저명한 프랑스 요
리 잡지 ‘골트 & 미라우’에서 올해의 셰프로 선정된 바 있다.
Olivier Chaignon charge of the <L'OSIER>, Michelin 2-star restaurant
in Tokyo. He came from Montargis, France and he was crowned the
‘Best Young Apprentice Chef’ when he was young. He built his career
in <Taillevent> and <Pierre Gagnaire> in Paris. After he went to Tokyo,
he has consecutively filled head chef at <Pierre Gagnaire Tokyo> and
currently at the helmed French fine dining restaurant in Ginza, Tokyo.
He named the chef of the year in 2017 by the popular French food
magazine 'Gault et Mill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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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에
샤뇽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제주의 시장, 문화, 된장 등을 경험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L'OSIER

모든 셰프 및 직원, 조리 팀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

일본 도쿄 긴자에 위치한 미쉐린 2스타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1973년에 오픈하여 도쿄를 대표하는 전통 있는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핀셋이다. 재킷 주머니에 항상 넣어 두었다가 접시 플레이팅을 마무리할 때 쓴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하늘의 선물과 같은 제철 재료다. 제철 식재료를 받아 들고 맛과 향미, 질감을
조합하는 창작 과정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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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브로콜리 크림 수프와 당근, 전복
재료 제주 전복 1인당 150g씩, 양상추 녹색 잎 1인당 1장씩, 애호박·양송이·당근·셀러리악·올리
브오일·아르간 오일 적당량씩, 화이트 와인·소금 약간씩
브로콜리 수프 재료 브로콜리 700g, 채소 국물 55g, 닭 육수 196g, 바지락 육수 250g, 올리브오일 95g
고수 당근 퓨레 재료 당근 1kg, 버터 100g, 다진 고수 6g, 소금 6g
만드는 법
1 양상추는 끓는 소금물에 살짝 삶아서 얼음물에 식힌 다음 두드려서 수분을 제거하고 유산지 위에
얹는다. 애호박과 양송이, 당근, 셀러리악은 3mm 크기로 곱게 깍둑썬 후 올리브오일에 익힌다. 양
상추에 익힌 채소를 적당량 올리고 둥글게 만다. 2 브로콜리는 끓는 소금물에 데친 후 채소 국물, 닭
육수, 바지락 육수, 올리브오일과 함께 냄비에 담아서 스틱 블렌더로 곱게 간다(바지락 육수는 버터
40g에 다진 샬롯 50g을 볶다가 씻은 바지락 5kg과 화이트 와인 1.5L를 넣고 10분간 익힌 후 걸러서
사용한다). 3 당근은 끓는 소금물에 익힌 다음 버터와 다진 고수, 소금과 함께 곱게 간다. 4 전복은
깨끗하게 씻어서 화이트 와인, 소금, 여분의 저민 무와 함께 알루미늄 포일에 감싸 100℃의 증기에
2시간 동안 익힌다. 길게 반 자른 후 3등분한다. 5 그릇에 브로콜리 수프를 담고 채소를 싼 양상추
근과 비트로 장식해도 좋다.

Jeju Broccoli Cream Soup, Carrot, Abalone
Ingredients Jeju abalone 150g(per 1 people), green lettuce leaves(per 1 people),
zucchini, mushrooms, carrots, celery roots, olive oil, argan oil, white wine, salt
Broccoli soup Broccoli 700g, vegetables stock 55g, chicken stock 196g, manila
clam stock 250g, olive oil 95g
Coriander carrot puree Carrots 1kg, butter 100g, minced coriander 6g, salt 6g
Methods
1 Lettuce is boiled in a little salt water, chilled in ice water, and then remove water
and put it on the parchment paper. Zucchini, mushrooms, carrots and celeriac
are diced 3mm in size and then cooked in olive oil. Put the appropriate amount of
vegetables and let them roll up in lettuce. 2 Broccoli is boiled in salt water and then
boiled in vegetables stock, chicken stock, manila clam stock olive oil, and then put
in a pan and stir with a stick blender. (Manila clam stock is prepared with 40g of
butter, 50g of chopped shallot, 5kg of manila clam, 1.5L of white wine and cook for
10 minutes.) 3 Carrots are cooked in boiling salt water, then grinded with butter,
minced coriander, and salt. 4 Wash the abalone clean and wrap it in aluminum foil
with white wine, salt, sliced radish and cook for 2 hours in 100°C of steam. Cut it in
half and cut it in three. 5 Put the broccoli soup in a bowl and let go of the lettuce with
vegetables and garnish with coriander carrot puree, abalone and argan oil. Slice it
nicely, dip it in ice water, and cut carrots and b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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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올린 다음 고수 당근 퓨레, 전복, 아르간 오일로 장식한다. 곱게 채썰어서 얼음물에 담갔다 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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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아고스티니 셰프는 이탈리아 페나빌리 지역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레스
토랑 <일 피아스트리노>의 오너 셰프다. 13살 때부터 요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
고 <오스테리아 델 포베로 디아볼로>를 거쳐 이탈리아 유명 셰프 비사니가 운영하
는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실력을 연마했다. 이후 이탈리아 내에서 촉망
받는 젊은 셰프로 손꼽히며 2007년에 <일 피아스트리노> 레스토랑을 오픈한 지 2
년 만에 미쉐린 1스타를 획득하였다.
Riccardo Agostini is the owner chef of the <II Piastrino>, Michelin
1-star restaurant, located in Pennabilli, Italy. Riccardo began his
cooking career when he was 13. He worked at the <Osteria Del Povero
Diavolo> and Michelin star restaurant managed by Vissani. He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young chef in Italy. He opened his restaurant <II
Piastrino> in 2007 and got Michelin 1-star after only i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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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아고스티니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이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Il Piastrino

의미있는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

이탈리아 페나빌리 지역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이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특별히 아끼는 도구는 없다. 나의 주방의 모든 도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계절마다의 신선한 식재료로부터 큰 영감을 얻는다.
훌륭한 재료로부터 훌륭한 요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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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 소스와 바질페스토 홍합 파사텔리 파스타
재료(4인분) 바질 50g, 마늘 2쪽, 구운 잣 10g,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토마토 퐁듀 재료 토마토 60g, 마늘 1쪽, 오레가노 1줌
파사텔리 파스타 재료 밀가루 30g,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100g, 빵가루 100g, 레몬 1/2개
소스 재료 시금치300g, 홍합·모시조개 300g씩, 오징어 200g, 레몬 1/2개, 마늘 1쪽, 화이트 와인·감
자녹말·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적당량씩
만드는 법
1 파르미지아노 치즈, 빵가루, 밀가루, 레몬 제스트를 섞어 반죽한 후 달걀을 넣고 잘 섞어서 둘로
나누어 30분간 숙성시킨다. 2 그 사이에 소스를 준비한다. 올리브오일과 마늘, 홍합, 모시조개를 팬
두 개에 나누어 넣고 뜨거워지면 화이트 와인을 부어서 약간 식힌다. 조개 살은 발라내고 조개 국물
은 체에 거른 다음 냄비에 담아서 불에 올리고 물에 녹인 여분의 감자녹말로 농도를 조절한다. 3 토
마토 퐁듀를 만든다. 토마토는 씻어서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마늘, 신선한 오레가노와 함께 160°C
다가 바로 냉수에 넣어 밝은 색을 유지한다. 구운 잣, 마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바질 삶은 물
을 더하여 믹서에 곱게 간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오징어는 씻어서 적당히 썬다. 팬에 넣고 오
일을 더하여 1분 정도 익힌 다음 조개 국물과 절반 분량의 조개 살을 넣어서 레몬즙으로 산도를 조
절한다. 6 남은 조개 살은 따뜻하게 보관한다. 파사텔리 반죽은 감자 으깨는 도구로 면을 뽑은 후 끓
는 물에 삶는다. 익어서 떠오르면 건져서 바질 페스토와 버무린다. 접시에 토마토 퐁듀를 깔고 파스
타와 조개 살 소스를 담은 후 여분의 토마토, 바질 잎, 바질 페스토로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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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븐에서 40분간 굽는다. 믹서에 넣어 간다. 4 바질 페스토를 만든다. 바질 잎을 끓는 물에 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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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 Pesto and Mussels Passatelli Pasta with R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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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4 servings) Fresh basil 50g, garlic 2 clove, toasted pine nuts 10g,
extra virgin olive oil
Tomatoes fondue Ripe tomato 60g, garlic 1 clove, oregano a handful
Passatelli flour 30g, parmigiano cheese 100g, grated bread 100g, lemon zest 1/2ea
Sauce Spinach 300g, mussel 300g, clam 300g, squid 200g, lemon 1/2ea, white
wine, potato starch, extra virgin olive oil
Methods
1 At first combine parmesan, grated bread, flour, lemon zest, mix the powders and
then knead, adding the eggs, mix well and make two balls, let it rest for 30 minutes.
2 Meantime, prepare the sauce, put in two different casseroles with the addition of
oil and a clove of garlic, mussels and clams, making them fade with white wine, then
let cool a little and at this point you can shell all the clams and put them from part,
then strain the cooking water with a strainer, place them in a saucepan over the
heat and thicken with the addition of potato starch, diluted in a little water. 3 Prepare
the roasted tomato fondue, putting the tomatoes after having washed them and cut
them in half in the oven with oil, salt, pepper, garlic and fresh oregano, once cooked
for 40 minutes at 160°c, put everything in a blender adjusted taste and density.
4 Prepare the basil pesto burn quickly the leaves in water, then cool immediately
in cold water to preserve the bright color, drain and then put in the blender with
toasted pine nuts, two garlic, extra virgin olive oil and a little cooking water of the
basil. Blend until obtaining a smooth basil cream, seasoned with the addition of
salt. 5 Clean the squid cut into strips and the heads in tufts. Put in a pan with warm
oil, make curl for a minute and then add the cooking juice of mussel and half of the
mussel warmed and adjusted with acidity with a little juice of lemon. 6 Keep the
remaining clams warm. Boil the passatelli in abundant salted water by crushing the
dough into a potato squash with large holes, as soon as they rise to the surface for
a few minutes and stir with the sauce of calamari and mussel with basil pesto, place
the roasted tomato fondue on the base of the dish arrange a portion of passatelli
and then enrich with a spoonful of clams, on top you will have thin slices of colored
tomatoes, basil leaves, complete scorning the dish with a little basil p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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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탈리안 요리의 1인자로 손꼽히는 어윤권 셰프는 현재 <리스토란테 에오> 오
너셰프이다. <리스토란테 에오>는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국내 최고급 수준의 이
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자리매김했다. 간판이 없는 <리스토란테 에오>는 소수의 고
객에게만 점심, 저녁의 코스 요리를 제공하며 별도로 준비한 메뉴판 없이 매일 식
재료 상황에 따라 셰프가 직접 고객과 조율해 메뉴를 결정한다. 어윤권 셰프는 주
한 이탈리아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Ospitalita Italiana’를 수상한 바 있으며, 신
라호텔 및 밀라노 포시즌호텔 부주방장을 역임했다.
Yun-gewn Eo is the owner chef of <Ristorante EO>, Michelin 1-star
restaurant, and he is the number one domestic Italian cuisine chef.
There is no signboard outside and menus in <Ristorante EO>. This
restaurant offered lunch and dinner courses to fewer customers and
chefs consulted with customers directly about the menus. He got
‘Ospitalita Italiana’ from The It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worked at the Shilla Hotel and Four Seasons Hotel Milano as a
sous-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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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권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RESTAURANT

여러 훌륭한 글로벌 셰프와 협업하는 보람 넘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리스토란테 에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어씨네 식당이라는 의미를 가진 <리스토란테 에오>는 미쉐린 1스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오픈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같이 해 온 오븐이다.

컨템포러리 레스토랑으로 서울 청담동에 자리하고 있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하루하루 경험하는 모든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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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들결한우 안심과 제주 땅에서 나는 15가지 채소와 곡물, 폰두브루노 소스
재료
제주 돼지 정강이(뼈째) 200g, 보들결 한우 안심 600g, 저민 당근(대) 60개, 저민 애호박 60개, 제주
푸른콩(말린 것) 10g, 녹두(말린 것) 10g, 표고(말린 것) 10g, 셀러리악 20g, 비트 20g, 저민 단호박 20
개(늙은 호박 대체 가능), 셀러리 25g, 양파 40g, 무 20g, 마늘(깐 것) 15g, 월계수 잎 1장, 토마토(완숙)
2개, 이탈리아산 토마토 통조림 50g, 생수 1L,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적당량, 딜·처빌·바질·
이탈리안 파슬리·타임·로즈마리·게랑드 소금·검은 후추 약간씩
만드는 법
1 냄비에 오일을 두르고 거칠게 으깬 마늘, 로즈마리, 타임을 넣은 후 약한 불에서 노릇해지도록 볶
근을 넣어서 볶는다. 토마토와 토마토 통조림을 넣고 끓으면 월계수 잎, 검은 후추, 생수를 붓는다.
반으로 졸아들 때까지 익힌 후 면보에 걸러 보관한다. 내기 전에 준비한 가니시 재료를 넣고 다시 3
분의 1 분량으로 졸아들 때까지 익힌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2 장식을 준비한다. 오븐용 팬에
실리콘 매트를 깔고 분량 외의 황설탕을 솔솔 뿌린 후 단호박, 당근, 애호박을 넓게 편다. 위에 실리
콘 매트를 1장 더 올리고 누름돌을 얹은 후 110℃의 오븐에서 40분간 굽는다. 위의 실리콘 매트를 걷
고 85℃에서 바삭하게 말린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장식으로 사용한다. 허브는 예쁘게 다듬어서 물
에 담가 싱싱하게 만든 후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월을 깐 통에 보관하다 장식으로 사용한다. 3 푸
른콩, 녹두는 물에 담가 12시간 불린 후 팬에 붓고 소금을 살짝 뿌려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졸인
다. 비트, 셀러리악, 무는 끓는 물에 데쳐서 반 정도 익힌 후 얼음물에 담가 식힌다. 표고버섯은 하루
동안 불린 후 작게 자른다. 폰두브루노 소스가 완성되면 손질한 모든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서 2시
간 정도 익힌다. 4 메인 요리를 준비한다. 안심은 손질해서 150g 정도로 다듬은 다음 조리하기 3~4
시간 전에 로즈마리, 타임, 올리브오일을 약간씩 뿌려서 재운다. 팬에 올리브오일과 허브를 넣은 후
뜨거워지면 안심을 넣고 중간 불에서 양면을 갈색으로 굽는다. 5 접시에 폰두브루노 소스를 깔고
스테이크를 얹은 후 소스에 들어간 가니시와 미리 만든 장식 및 허브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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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마늘과 허브를 제거한다. 돼지 정강이를 넣고 갈색이 나도록 앞뒤로 구운 후 양파, 셀러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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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inds of Vegetables and Bodeulgyul Korean Beef
Tenderloin from Jeju, Fondo Bruno Sauce
Ingredients
Jeju pork shank 200g, Bodeulgyul beef tenderloin 600g, sliced carrot 60ea, sliced
zucchini 60ea, Jeju green beans(dried) 10g, mung beans(dried) 10g, shiitake(dried)
10g, celeriac 20g, beet 20g, sliced pumpkin (20ea can replaced with old pumpkin),
celery 25g, onion 40g, daikon 20g, garlic 15g, extra virgin olive oil, bay leaf 1ea,
tomatoes (full-ripe) 2ea, canned tomatoes 50g, bottled water 1L, dill, chervil, basil,
Italian parsley, thyme, rosemary, Guerande salt, black 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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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1 Heat the oil in a pot and fry with crushed garlic, rosemary, and thyme in a row
heat. Remove garlic and herbs. Put the pork shanks and fry them back and forth
to brown, then add onions, celery and carrots and fry them. When tomatoes and
tomatoes canned are boiling, put bay leaf, black pepper, and bottled water. Cook
until half boiled down, then filter on a cotton swab. Add the garnish ingredients
and then boiled down until 1/3 amount and then season with some salt to taste.
2 Prepare a garnish. Place a silicone mat on the oven fan, spray the yellow sugar,
and spread the pumpkin, carrots and zucchini broadly. Place one more silicon
mat on top of it, place it on a stone weight, and bake it in an oven at 110 °C for 40
minutes. Roll up the silicone mat and dry it at 85°C, then cut it into a suitable size
and use it as a decoration. The herbs are beautifully trimmed and soaked in water,
and then remove the moisture, and stored in a container for use as a decoration.
3 Green beans and mung beans are soaked in water for 12 hours, and then boiled
down until the water is gone with salt. Boil beet, celeriac, and radish and then cool
it in the ice water. Shiitake mushrooms are soaked for a day and then cut small.
When the Fondo Bruno sauce is finished, add all the trimmed ingredients and cook
for 2 hours in a low fire. 4 Prepare the main dish. Carefully trim tenderloin to about
150g, and then sprinkle with rosemary, thyme, and olive oil a little before 3-4 hours
before cooking. Put olive oil and herbs in the pan, and bake both sides to brown in a
middle fire. 5 Put the Fondo Bruno sauce on the plate, place the steak on the plate,
and then put the garnish into the sauce and the pre-made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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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셰프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아라리오 공간 신사옥 <카페 인 스페이스>를
책임지는 파티시에 셰프다. 유럽 본고장의 제과를 배우기 위해 2004년 프랑스로
떠난 후 2015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11년간 제과점, 레스토랑, 호텔을 넘나
들며 근무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제과를 경험했다. 2011년 파리의 후와이얄 몽쏘
호텔에서 피에르 에르메 팀의 일원으로 경력을 쌓았고, 동양인 최초로 피에르 에
르메 셰프라는 타이틀을 받아 서울 청담동 크리스찬 디오르의 <카페 디오르> 오픈
및 운영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요시하며 서로 다른 재료의 알
맞은 조화를 찾아 디저트 안에 담아내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디저트를 표현한다.
또한 본토에서 체득한 프랑스 고전 방식 속에 우리나라 재료를 활용한 모던함을
담는 국내 최고의 파티시에다.

최규성

1 2018 JFWF에 참여한 소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참여한 푸드 페스티벌이었다. 유일하게 디저트를 담당하며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제주에서 요리하고 싶다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2 가장 좋아하는 주방 기구와 그 이유는?
상쾌한 감귤류 향을 제과에 입히는 것을 좋아해서, 껍질을 가는 제스터(zester)를 즐겨 사용한다.
3 새로운 음식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무엇보다 재료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한다. 마리아주를 염두에 두면서
두세 가지 재료를 조합하고 식감과 온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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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sung Choi is the chef pâtissier who is charge of <Café in Space>
located in Jongno, Seoul. He went to France to learn baking in 2004
and back to 2015. During this period, he experienced diverse style
of baking through working in bakery, restaurant, and hotel. When he
worked at the Hotel Royal Monceau, he was part of Pierre Hermé
team member. Based on this experience, he got the title of Pierre
Hermé chef as the first Asian and he opened <Café DIOR> of Christian
DIOR and worked as Chief Operating Officer in Chengdam-dong,
Seoul. He thought that natural flav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expressed deserts by his own style. Also, he is the best pâtissier in
Korea who made modernity with Korean ingredients based on classic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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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백년초 바바
바바 반죽 재료
밀가루(강력분) 120g, 달걀 95g, 천일염 2g, 생이스트 20g, 설탕 30g, 버터 70g
백년초 시럽 재료
물 500g, 설탕 250g, 제주 백년초 80g, 라임즙 40g, 스피아 민트 20g, 라임 제스트 2개 분량
백년초 콤포트 재료
파인애플 300g, 설탕·백년초 퓨레 100g씩, 라임즙 20g, 라임 제스트 1개 분량, 판 젤라틴 4장
샹티이 크림 재료
생크림 500g, 설탕 100g, 라임 제스트 1개 분량, 젤라틴 2g
만드는 법
버터와 천일염을 더하여 2차 반죽한다. 반죽이 볼에서 떨어지고 최종 온도가 26℃가 되면 완성이다.
사바랑 몰드에 20g씩 계량하여 담은 후 실온에서 40분간 발효한다. 170℃의 오븐에서 3분 구운 후
틀에서 뺀 다음 뒤집어 다시 20분 굽는다. 2 백년초 시럽을 만든다. 백년초는 씻어서 4등분한 후 스
피아 민트, 라임즙과 함께 용기에 담아 둔다. 냄비에 설탕, 물, 라임 제스트를 함께 끓여서 백년초에
붓는다. 24시간 냉장 숙성한 후 체에 거른다. 3 백년초 콤포트를 만든다. 백년초는 씻어서 착즙기로
퓨레를 낸다. 파인애플은 0.8cm 크기로 깍둑썬다. 프라이팬에 파인애플과 설탕을 넣고 가열하여 콤
포트를 만든다. 파인애플 콤포트에 백년초 퓨레를 넣고 다시 가볍게 가열한다. 라임즙, 제스트를 넣
고 젤라틴을 섞는다. 지름 2.5cm 크기의 반구형 몰드에 콤포트를 채우고 냉동실에서 굳힌다. 4 샹
티이 크림을 만든다. 젤라틴은 얼음물에 불린다. 냄비에 생크림 100g과 설탕을 담고 가볍게 끓인 후
젤라틴과 라임 제스트를 더하여 섞는다. 용기에 나머지 생크림 400g, 가열한 생크림 젤라틴 혼합물
을 넣고 스틱 블렌더로 곱게 간다. 랩을 표면에 닿도록 씌워서 1일간 냉장 숙성한다. 5 바바를 시럽
에 담가 충분히 스며들게 한다. 시럽을 완전히 머금은 바바를 채반에 밭쳐 여분의 시럽을 제거한다.
샹티이 크림은 스탠딩 믹서로 휘핑하여 부풀게 한다. 일회용 짤주머니에 샹티이 크림을 채우고 끝
을 비스듬하게 자른다. 반구형 콤포트 두 개를 붙여서 구 형태를 만들어 바바 위에 얹는다. 크림을
짜서 모양을 낸 후 라임 제스트를 뿌려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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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바 반죽을 만든다. 버터와 천일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반죽기로 반죽한다. 글루텐이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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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Prickly Pear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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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s
Baba dough
Flour(for bread) 120g, egg 95g, salt 2g, yeast 20g, sugar 30g, butter 70g
Prickly pear syrup
Water 500g, sugar 250g, Jeju prickly pear 80g, lime juice 40g, spearmint 20g, lime
zest 2ea
Prickly pear compote
Pineapple 300g, sugar 100g, prickly pear puree 100g, lime juice 20g, lime zest 1ea,
gelatin 4ea
Chantilly cream
Fresh cream 500g, sugar 100g, lime zest 1ea, gelatin 2g
Method
1 Make a baba dough. Knead all ingredients except butter and salt with the stand
mixer. When gluten is formed, add butter and salt and knead again. The dough falls
off from the bowl and the final temperature become 26°c, it's done. Weigh 20g each
and put it into the savarin mold, leave in room temperature for 40 minutes. Bake in
the 170°c oven for 3 minutes, take out from the mold and turn upside down. Bake
for another 20 minutes. 2 Make prickly pear syrup. Rinse and divide the prickly pear
into 4 equal parts and put in a container with a spearmint and lime juice. Boil sugar,
water, and lime zest together in a pan and pour into a prickly pear container. Chilled
for 24 hours and sieved. 3 Make prickly pear compote. Wash the prickly pear and
make puree with a juicer. Slice the pineapple into 0.8cm size. Put the pineapple
and sugar to the pan and heat to make the compote. Pour the prickly pear puree
into the pineapple compote and heat it again. Put lime juice and zest and mix with
a gelatin. Fill the hemispherical mold with a diameter of 2.5cm in size and harden in
the freezer. 4 Make chantilly cream. Soak the gelatin in the ice water. Add 100g of
fresh cream and sugar to the pan, boil it lightly, mix with gelatin and lime zest. Add
400g of cream to the container, add the heated cream gelatin mixture, and mix with
a stick blender. Cover the plastic wrap to the surface and let it rest for 1 day. 5 Soak
the baba in syrup and let it soak in. Remove the excess syrup by put on the sieve.
Whip the chantilly cream in the standing mixer to add the volume. Fill the chantilly
cream in the pastry bag and cut the end part diagonally. Attach two hemispherical
together to make a sphere and put on the baba. Garnish with cream and scatter the
lime z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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